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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상현상과 다요인모형

옥 기 율*, 이 민 규**

1. 서론

  위험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연구는 재무론의 핵심주제이며 많은 연구자들
이 이 주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해 왔다. Sharpe(1964)와 Lintner(1965)
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을 발표하여 위험과 기대수익
률 간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그 이래로 CAPM은 학계의 주요한 패러다임이 되어 자본비용의 
추정, 비정상수익률의 측정, 포트폴리오의 성과평가 등에 폭넓게 쓰여 왔다. CAPM에 따르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시장베타는 정의 관계를 갖는 선형함수이며 기대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는 이러한 시장베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CAPM에 의해 설명되지 않
는 주식시장의 특정 경향, 즉 시장이상현상(market anomaly)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으며 이
로 인해 CAPM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Banz(1981)와 Reinganum(1981)은 기
업규모(firm size) 이상현상을,  Basu(1983), Rosenberg, Reid and Lanstein(1985), Fama 
and French(1992)은 장부가/시가(book-to-market equity) 이상현상을, Jegadeesh and 
Titman(1993)은 단기추세현상(short-term momentum)을, DeBondt and Thaler(1985)는 
장기반전현상(long-term reversal)을 각각 보고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이상현상은 CAPM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설
명할 수 있는 확장모형의 도출에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Fama and French(1992)는 기존에 
알려진 시장이상현상과 관계된 기업특성 변수들을 주식수익률에 대하여 횡단면 회귀분석하여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가 가장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Fama and 
French(1993)는 CAPM의 시장요인에 기업규모 요인과 장부가/시가 요인을 추가한 3요인모형
을 제안하였으며 미국주식시장에서 CAPM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주식수익률의 변동을 이 3요
인모형이 잘 포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후 Fama-French 3요인모형(이하 FF 모형)은 그 
타당성에 대한 많은 찬반논쟁을 거치면서 학계의 새로운 표준모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Subrahmanyam, 2010).
  그러나 단기추세현상(short-term momentum), 재무적 곤경(distress), 순 주식발행량(net 
stock issue), 자산증가율(asset growth) 등에 대한 이상현상은 FF 모형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F 모형에 각각의 이상현상에서 산출한 요인을 
추가한 다요인모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Cahart(1997)는 FF 모형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단기추세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FF 모형에 추세요인(momentum factor)을 추가하여 
펀드 수익률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산출된 요인은 각각의 이상현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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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설명할 뿐 여러 이상현상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Chen, Novy-Marx, and Zhang(2011)은 Fama and French(1993)가 시장요인에 추가한 2
개의 요인을 자신들의 새로운 2개의 요인으로 대체한 대안적인 3요인모형(이하 CNZ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에 의하면 FF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현상을 대체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NZ 모형이 FF 모형에 비해 여러 이상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다시 CNZ 모형이 새
로운 표준모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CNZ 모형에 관한 연구는 재무론의 근간을 이루는 가격결
정모형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데 CNZ 모형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CNZ 모형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한국주식시장에 
잘 알려진 전통적인 이상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다요인모형은 무엇인지 FF 모형과 CNZ 모형을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Sharpe(1964)와 Lintner(1965)가 제시한 CAPM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주식시장의 특정경
향은 이상현상(anomaly)으로 명명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현상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
다.
  Banz(1981)와 Reinganum(1981)은 기업규모 이상현상을,  Basu(1983), Rosenberg, Reid 
and Lanstein(1985), Fama and French(1992)는 장부가/시가 이상현상을, Jegadeesh and 
Titman(1993)은 단기추세현상을, DeBondt and Thaler(1985)는 장기반전현상을, Amihud 
and Mendelson(1986)은 유동성 이상현상을 각각 보고하였다.
  Fama and French(1993)에서는 시장요인에 기업규모 요인과 장부가/시가 요인을 추가한 
3요인모형을 제안하였고 Fama and French(1996)에서 Jegadeesh and Titman(1993)의 단
기추세현상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알려진 이상현상들에 대해 그들의 3요인모형으로 대체적으로 
잘 설명함을 보였다.
  그런데 FF 모형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이상현상들도 보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Sloan(1996)은 발생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높은 수익률을 나타
낸다는 발생액 이상현상을 발견하였고 Pontiff and Woodgate(2008)는 순주식발행이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인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Cooper, Gulen, and 
Schill(2008)은 자산증가율에 관한 이상현상을 보고하였다.
  Chen, Novy-Marx, and Zhang(2011)는 시장요인에 투자 요인과 ROE 요인을 추가한 대
안적인 3요인모형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Fama-French 3요인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이상
현상들에 관해서도 자신들의 모형에 의해 상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상현상들이 보고되어 왔다. 김태혁, 엄철준(1997)은 장기반전현상을, 
고봉찬, 김진우(2007)는 발생액 이상현상을, 김창범, 서지성, 송동건(2008)은 자산증가율 이상
현상을 각각 보고하였다. 손삼호, 윤보현(2011)은 이상현상들을 기업규모 그룹별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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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별로 이상현상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김석진, 김지영(2000)은 
Fama-French 3요인모형이 한국주식시장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옥기율, 이민규
(2009)는 Fama-French 3요인모형이 한국주식시장의 다양한 이상현상들을 대체로 잘 설명함
을 보였다. Kim, Kim, and Shin(2012)는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산가격결정모형
들을 검증하였는데 CNZ 모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초기의 연구인 Chen, Novy-Marx, 
and Zhang(2010)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은 동일가중 수익률만을 이용하여 요인
과 검증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안적인 CNZ 모형에 비하여 기존의 
FF 모형의 설명력이 낫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 Kim, and Shin(2012)과는 다
르게 가치가중 수익률과 동일가중 수익률을 병행하여 사용하였고 후속연구인 Chen, 
Novy-Marx, and Zhang(2011)의 방법론을 고려하였으며 Kim, Kim, and Shin(2012)에서 
다루지 않은 이상현상들도 분석하였다.

3. FF 모형과 CNZ 모형

3.1 FF 모형

  Fama and French(1993)가 제안한 3요인모형은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대 초과수익률이 다
음과 같은 3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을 차감한 시장초과수익률이다. 둘째는 소규모 기업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대
규모 기업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SMB, small minus big). 셋째는 장부가/시
가가 높은 기업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장부가/시가가 낮은 기업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차감
한 값이다(HML, high minus low).
  그러므로 포트폴리오 의 기대 초과수익률을 설명하는 FF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포트폴리오 의 수익률,  은 시장수익률, 는 무위험이자율이다. 
   , , 은 기대 위험 프리미엄이며 , , 는 시계열 회귀분석에
서의 기울기 계수이다. 식 (1)은 사전적(ex ante) 모형이기 때문에 이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후
적(ex post) 모형으로 변형시킨 식 (2)를 사용한다.

                                                        (2)

  SMB와 HML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에 대한 요
인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2개의 포트폴리오(S, B)
를 구성한다. 그 다음 이 2개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장부가/시가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

40%, 하위 30%로 분할하여 총 6개의 포트폴리오(S/저, S/중, S/고, B/저, B/중, B/고)를 구
성한다. 기업규모 차이로 인한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SMB는 세 개의 소규모 포트폴
리오(S/저, S/중, S/고) 수익률의 평균에서 대규모 포트폴리오(B/저, B/중, B/고) 수익률의 
평균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장부가/시가 차이로 인한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HML은 
두 개의 높은 장부가/시가 포트폴리오(S/고, B/고) 수익률의 평균에서 두 개의 낮은 장부가/
시가 포트폴리오(S/저, B/저) 수익률의 평균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2 CNZ 모형

  Chen, Novy-Marx, and Zhang(2011)가 제안한 3요인모형은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대 초
과수익률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시장포트폴리오
의 수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을 차감한 시장초과수익률이다. 둘째는 투자액/자산
(investment-to-assets: I/A)이 낮은 기업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투자액/자산이 높은 포
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INV). 셋째는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이 
높은 기업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은 기업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ROEF).
  따라서 포트폴리오 의 기대 초과수익률을 설명하는 CNZ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포트폴리오 의 수익률,  은 시장수익률, 는 무위험이자율이다. 
   ,  , 은 기대 위험 프리미엄이며 , , 은 시계열 회귀분석에
서의 기울기 계수이다. 식 (3)은 사전적(ex ante) 모형이기 때문에 이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후
적(ex post) 모형으로 변형시킨 식 (4)를 사용한다.

                                                       (4)

  Chen, Novy-Marx, and Zhang(2011)이 제안한 3요인모형은 CAPM의 시장요인에 투자 
요인(INV)과 ROE 요인(ROEF)을 추가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기업은 수익성이 높고 자본비용
이 낮을 때 투자를 많이 한다. 따라서 수익성을 통제하면 투자는 기대수익률과 음의 관계에 
있고 수익성은 기대수익률과 양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CNZ 모형이 도출되었다.
  INV와 ROEF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NV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투자액/자산은 연
간 유형자산(gros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증감에 연간 재고자산(inventories) 증
감을 더하고 이것을 전년도 자산의 장부가치(book value of assets)로 나누어 준다. 여기서 
유형자산의 변동은 건물, 기계, 가구, 기타 설비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장기보유자산
의 자본투자를 감지하고 재고자산의 변동은 상품, 원재료, 저장품, 재공품 등의 일반적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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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에 사용되는 단기보유자산에서의 운전자본 투자를 감지한다. ROEF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ROE는 당기순이익(earnings) 혹은 경상이익(income before extraordinary items)을 자기자
본(book equity)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에서 우선주자본금을 차감
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요인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Fama and French(1993)의 방법론을 따라, 
전체주식을 I/A, ROE, 기업규모 기준으로 삼중정렬 한다. 먼저 전체주식을 I/A 기준으로 3등
분(저30%, 중40%, 고30%)하고 이 3개의 포트폴리오를 ROE 기준으로 다시 3등분(고30%, 중
40%, 저30%)하여 9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이를 기업규모 기준으로 또 다시 3등분(소
30%, 중40%, 대30%)하여 최종적으로 27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INV는 9개의 저I/A 포
트폴리오 단순평균과 9개의 고I/A 포트폴리오 단순평균의 차이로 계산하고 ROEF는 9개의 고
ROE 포트폴리오 단순평균과 9개의 저ROE 포트폴리오 단순평균의 차이로 계산한다.
  Chen, Novy-Marx, and Zhang(2010)에서는 ROE 대신 ROA를 이용하였고 이중정렬하여 
요인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와 I/A, 기업규모와 ROA를 이용하여 각각 6개의 포
트폴리오를 형성하여 HML의 계산방법과 유사하게 INV와 ROEF를 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hen, Novy-Marx, and Zhang(2011) 방법론뿐만 아니라 Chen, Novy-Marx, and 
Zhang(2010) 방법론도 고려한다.

4. 자료와 분석모형

4.1 자료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3년 3월까지의 32년여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최대 1075개 
기업의 재무자료와 월별 주식수익률자료를 이용하였다. 재무자료와 주식수익률 자료는 
FnGuide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금리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
다. 생존편의(survivorship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분석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상장된 기업
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상장폐지되거나 신규상장된 기업들을 모두 표본으로 삼았다. 선견편의
(look ahead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자료는 3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
정하여 재무변수 기준으로 정렬한 기업의 수익률은 t년 4월부터 t+1년 3월까지의 주기로 계산
된다. 분석에 필요한 각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장수익률 : KOSPI 지수 수익률
- 무위험이자율 : 정기예금금리(1983. 4 ~ 1991. 2), CD91일물 수익률(1991. 3 ~ 2013. 3)
- MC(기업규모; 시가총액) : 보통주 주가 × 보통주 발행주식수
- BM(장부가/시가) : 장부가치(자본총계 - 우선주 자본금) ÷ 시장가치(시가총액)
- I/A(투자액/자산) : (유형자산 변화분 + 재고자산 변화분) ÷ 전년도 총자산
- ROE(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전년도 장부가치 혹은 경상이익 ÷ 전년도 장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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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전년도 총자산
- E/P(이익-주가 비율) : 당기순이익 ÷ 시가총액
- OCF/P(영업현금흐름-주가 비율) : 영업현금흐름 ÷ 시가총액
- CF/P(현금흐름-주가 비율) : 현금흐름(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시가총액

4.2 분석방법

  시장이상현상의 검증을 위하여 Fama and French(1996), Chen, Novy-Marx, and 
Zhang(2011)과 같이 이상현상 변수별로 전체기업을 오름차순 정렬하여 10분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10분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앞서 설명한 FF 모형과 CNZ 모형을 이용
하여 시계열 회귀분석함으로써 검증하게 된다. 이때 주요한 관심항은 상수항인데 해당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면 상수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상수항들이 유의적인지를 판단하는 결합검정은 Gibbons, Ross, and Shanken(1989)
의 F-test를 이용한다. GRS의 F-test는 전체 회귀식들의 상수항을 0으로 하는 귀무가설을 검
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은 F분포를 따르게 된다.

         
     

       ′

′   ∼     

        : 추정된 상수항(N×1 벡터)
        : 잔차 공분산행렬의 불편추정치(N×N 행렬)
        : 요인행렬(T×L 행렬)의 표본평균(L×1 행렬)
        : 요인행렬(T×L 행렬) 공분산행렬의 불편추정치(L×L 행렬)

  이 F-값에 대한 p-값은 모형의 절편추정량 전체 값들에 대한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므
로 p-값이 높을수록 절편에 대한 유의수준이 높아져서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없게 되고 해당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실증분석

5.1 FF 25 검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

  본 절에서는 FF 모형과 CNZ 모형을 FF 25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요인산출방법별로 검증하
고 그 설명력을 비교한다. 같은 모형이라도 요인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요인의 수치가 다르
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치가중 수익률과 동일가중 수익률 중 어느 것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인의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치가중 수익률 대신 동일가중 수익
률을 사용하여 요인을 산출할 때는 요인 간 상관계수만 높지 않는다면 다중공선성에서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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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검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산출시 동일가중 수익률을 사용하
게 되면 변수에 따라 분류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과장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
다.
  CNZ 모형의 경우에는 특히 요인을 산출할 때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쓰여 왔다. Chen, 
Novy-Marx, and Zhang(2011)에서는 기업규모, I/A, ROE 기준으로 전체주식을 삼중정렬하
여 요인을 산출하였고 Chen, Novy-Marx, and Zhang(2010)에서는 기업규모, I/A 기준으로 
이중정렬하여 투자 요인을 산출하고 다시 기업규모, ROA 기준으로 이중정렬하여 ROA 요인
을 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요인산출방법을 다르게 하여 산출한 각각의 요인을 FF 25포트
폴리오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 설명력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요인을 선택한다.
  FF 모형의 FF 25 포트폴리오에 대한 GRS F-검정 결과와 사용된 요인 간 상관계수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패널 A에서는 가치가중 수익률과 동일가중 수익률을 사용한 두 가지 경우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FF 25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동일가중 수익률과 가
치가중 수익률로 계산한 경우 모두에서 동일가중 수익률 FF 요인을 사용했을 때 설명력이 높
게 나타났다. 이때의 F-값은 1.676, 이에 대한 p-값은 0.024로써 25개 상수항이 모두 0이라
는 귀무가설을 3%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다. FF 모형으로는 FF 25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요인 간 상관계수를 나타
낸 패널 B와 패널 C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RMRF와 SMB는 음의 관계를, RMRF와 HML, 
SMB와 HML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동일가중수익률 FF 모형에서 절대값 기준으로 가장 
큰 상관계수는 -0.194(RMRF와 SMB 간의 상관계수)인데 다중공선성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동일가중 수익률 FF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
다.
  CNZ 모형의 FF 25 포트폴리오에 대한 GRS F-검정 결과와 사용된 요인 간 상관계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먼저 경상이익 ROE를 사용한 CNZ 모형의 검증결과인 패널 A와 순이
익 ROE를 사용한 CNZ 모형의 검증결과인 패널 B를 비교해 보면 순이익 ROE를 사용한 모형
에서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모든 경우에서 낮은 F-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순이익 ROE
를 사용한 모형이 경상이익 ROE를 사용한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
로 삼중정렬 방법을 이용한 패널 B와 이중정렬 방법을 이용한 패널 C를 비교해 보면 이중정
렬 방법 CNZ 모형이 가치가중 수익률 검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경우에서 모두 낮은 F-값을 
보였다. 순이익 ROE를 사용한 동일가중 수익률 CNZ 모형의 요인 간 상관계수에서 절대값 기
준으로 가장 큰 값은 -0.365(INV와 ROE 간의 상관계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면관계상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ROA를 이용한 경우보
다 ROE를 이용한 경우가 설명력이 높았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순이익 ROE를 사용하
여 이중정렬 방법론으로 산출한 동일가중 수익률 CNZ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중정렬 방
법을 이용한 동일가중 수익률 CNZ 모형의 FF 25 포트폴리오에 대한 F-값은 1.510이고 이때
의 p-값은 0.058이다. 전통적인 5% 유의수준에서 모든 상수항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지 못한다. 이는 CNZ 모형이 FF 25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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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FF 모형에 비해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것이다.

5.2 과거 주식수익률에 관련된 이상현상

  본 절에서는 과거 주식수익률에 관련된 이상현상을 FF 모형과 CNZ 모형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다. 이를 위하여 Jegadeesh and Titman(1993), Fama and French(1996), 옥
기율, 이민규(2009)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였다.
  <표 3>과 <표 5>는 1987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312개월 동안 과거 주식수익률을 
기준으로 10분할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가장 좌측열의 
‘3-1’, ‘6-1’, ‘12-2’ 등과 같은 표기는 포트폴리오 형성 기준이 되는 과거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1’은 t-3개월부터 t-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전체주식
을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가장 상단의 ‘L’은 과거 주식수익률이 가
장 낮았던 패자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며 ‘W’는 과거 주식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승자 포트폴리
오를 의미한다. ‘L-W’는 패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승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t’는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평균이 0과 같은지를 검증한 t-값이다.
  먼저 가치가중 수익률로 계산한 <표 3>을 보면 단기간의 과거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한 
‘3-1’, ‘6-1’, ‘12-2’의 수익률에서 모두 승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보다 패자 포트폴리오의 수
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L-W’ 수익률의 t-값은 유의적이지 않고 ‘L’에서 ‘W’로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단기에서는 추세현상(momentum)을 보이고 장기
에서는 반전현상(reversal)을 보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주식시장에서는 단기에서도 온건한 반
전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과거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한 48-2‘, ‘60-2’, 
‘60-13’의 수익률에서도 특정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온건한 반전현상이 관찰되었다.
  동일가중 수익률로 계산한 <표 5>를 보면 단기간의 과거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한 ‘3-1’, 
‘6-1’, ‘12-2’의 수익률에서 가치가중 수익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건한 반전현상이 관찰되
었다. 장기간의 과거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한 48-2‘, ‘60-2’, ‘60-13’의 수익률에서는 ‘L’에서 
‘W’로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뚜렷한 반전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t-값도 대체로 유의
한 수준이다. 따라서 동일가중 수익률로 계산한 경우에만 장기반전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장기반전현상의 원인이 소규모기업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일가중 수익률을 이용한 장기반전현상의 분석결과는 분석한 엄철준, 김태혁(1997), 옥기율, 
이민규(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과거 주식수익률과 관련된 이상현상에 대한 FF 모형과 CNZ 모형의 검정결과는 <표 4>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치가중 수익률 결과에 대한 검정결과를 나타낸 <표 4>를 보
면 FF 모형은 ‘3-1’, ‘48-2’를 제외하고는 F-검정의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볼 때 5% 
유의수준에서 ‘모든 상수항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Z 모형은 
‘3-1’을 제외하고는 10% 유의수준에서도 ‘모든 상수항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
고 ‘3-1’에서도 5% 유의수준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장기반전현상이 뚜렷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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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동일가중 수익률을 사용한 결과에 대한 검정결과를 나타낸 <표 6>을 보면 ‘48-2’, ‘60-2’, 
‘60-13’에서는 FF 모형도 5%유의수준에서 ‘모든 상수항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장기반전현상을 대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Z 모형의 경우는 1% 
유의수준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FF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과거 주식수익률에 관련된 이상현상은 동일가중 수익률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장기간에 있어서의 반전현상이 뚜렷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FF 모형과 CNZ 모형을 이용한 검
정 결과 두 모형 모두 대체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NZ 모형의 설명력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5.3 기업특성 변수에 관련된 이상현상

  본 절에서는 기업특성 변수에 관련된 이상현상을 FF 모형과 CNZ 모형으로 검증하여 그 결
과를 비교한다. 이를 위하여 Fama and French(1996), 옥기율, 이민규(2009)와 같이 포트폴
리오를 형성하였다.
  <표 7>과 <표 9>는 1983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360개월 동안 과거 주식수익률을 
기준으로 10분할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가장 좌측열의 MC
(기업규모), BM(장부가/시가), I/A(투자액/자산), ROE(자기자본이익률), ROA(총자산이익률), 
E/P(이익-주가 비율, OCF/P(영업현금흐름-주가 비율), CF/P(현금흐름-주가 비율)는 분석에 
사용된 기업특성 변수를 의미한다. 표 상단의 ‘L’는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를 
의미하고 ‘H’는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H-L’은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단 MC와 I/A는 해당 변수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t’는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평
균이 0과 같은지를 검증한 t-값을 나타낸다.
  먼저 가치가중 수익률로 계산한 <표 7>을 보면 MC는 해당 변수가 낮은 값을 갖는 포트폴
리오일수록 높은 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C가 낮은 포트폴리오에서 t-값이 유의적
으로 나타났고 헤지포트폴리오 수익률인 H-L의 값은 1.731%, 이때의 t-값도 3.328로 매우 
유의적인 값을 보였다. BM에서도 해당 변수가 낮은 값을 갖는 포트폴리오일수록 높은 수익률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A에서는 해당 변수가 가장 높은 3개의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는 
해당 변수가 낮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ROE와 ROA에서는 특정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
고 E/P, OCF/P, CF/P에서는 해당 변수가 높을수록 대체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동일
가중 수익률을 사용한 <표 9>를 보면 ROE와 ROA의 경우도 해당 변수가 높은 포트폴리오일
수록 높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ROE와 ROA에 관한 이상현상은 소규모기
업 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업특성 변수에 관련된 이상현상에 대한 FF 모형과 CNZ 모형의 검정결과는 <표 8>과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치가중 수익률 결과에 대한 검정결과를 나타낸 <표 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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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FF 모형은 MC, I/A, OCF/P, CF/P에서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나머지는 F-검정의 유
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볼 때 5% 유의수준에서 ‘모든 상수항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Z 모형은 MC, I/A를 제외하고는 10% 유의수준에서도 ‘모든 상
수항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MC, I/A의 경우도 FF모형에 비해 p-값이 높
아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가중 수익률 결과에 대한 검정결과
를 나타낸 <표 10>에서는 CNZ 모형도 OCF/P와 CF/P에 대한 이상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했다. 두 경우 모두 1% 유의수준에서 ‘모든 상수항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그
런데 I/A의 경우는 10%에서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MC에 대한 이상현상은 가치가
중 수익률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동일가중 수익률 결과에서도 전체적
으로 CNZ 모형이 FF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특성 변수에 
관련된 이상현상에서도 CNZ 모형이 FF 모형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한국주식시장에 잘 알려진 전통적인 이상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다요인모형은 무엇인지 FF 모형과 CNZ 모형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FF 모형과 CNZ 모형의 여러 요인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요인
의 설명력을 검증하여 가장 적합한 요인을 산출하였다. FF 모형과 CNZ 모형 모두 동일가중 
수익률을 통해서 산출한 요인이 설명력이 높았고 CNZ 모형은 순이익 ROE와 경상이익 ROE 
중에서는 순이익 ROE를 사용한 경우가, 그리고 삼중정렬과 이중정렬 방법 중에서는 이중정렬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설명력이 높았다.
  과거 주식수익률과 기업특성 변수에 관련된 이상현상을 FF 모형과 CNZ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CNZ 모형의 설명력이 FF 모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자본비용의 추정, 비정상수익률의 측정, 포트폴리오의 성과평가 등에서 CNZ 모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제기된 이상현상들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
하였다. 둘째, 2000년 이후로 사용가능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 셋째, 표본기간을 
나눠서 검증하지 않았다. 넷째, 표본기업을 규모별로 나눠서 검증하지 않았다. 다섯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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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A : FF 모형 GRS F-검정
FF 25 검증 포트폴리오

가치가중 동일가중

FF 요인 모형
가치가중 2.012(0.003) 3.686(0.000)
동일가중 1.676(0.024) 2.760(0.000)

 패널 B : FF 모형(가치가중수익률) 요인 간 상관계수
RMRF SMB HML

RMRF 1
SMB -0.203** 1
HML 0.107* 0.220** 1

 패널 C : FF 모형(동일가중수익률) 요인 간 상관계수
RMRF SMB HML

RMRF 1
SMB -0.194** 1
HML 0.147** 0.093 1

<표 1> FF 모형을 통한 GRS F-검정 및 요인 간 상관계수

아래의 표는 1983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FF 25 포트폴리오에 대한 FF 모형의 GRS F-검정 
결과와 요인 간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RMRF(시장초과수익률)는 시장수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을 차감한 값이다. 
시장수익률의 대용치로는 KOSPI 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고 무위험이자율로는 1983년 4월부터 1991년 2월까지는 정
기예금금리를, 그 후로는 CD91일물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SMB(기업규모 요인)와 HML(장부가/시가 요인)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규모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2개의 포트폴리오(S, B)를 구성한다. 그 다음 이 2개의 포
트폴리오를 다시 장부가/시가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분할하여 총 6개의 포트폴리오(S/저, S/
중, S/고, B/저, B/중, B/고)를 구성한다. 기업규모 차이로 인한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SMB는 세 개의 소규
모 포트폴리오(S/저, S/중, S/고) 수익률의 평균에서 대규모 포트폴리오(B/저, B/중, B/고) 수익률의 평균을 차감해
서 계산한다. 장부가/시가 차이로 인한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HML은 두 개의 높은 장부가/시가 포트폴리오
(S/고, B/고) 수익률의 평균에서 두 개의 낮은 장부가/시가 포트폴리오(S/저, B/저) 수익률의 평균을 차감하여 계산
한다. SMB와 HML은 가치가중수익률과 동일가중수익률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모두 계산하였다. FF 25 포트폴리오
는 전체기업을 기업규모 기준으로 5분할하고 이를 다시 장부가/시가 기준으로 5분할하여 총 2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였다. 요인산출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에서, t-1년도 결산월 시점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t년도 4월부터 t+1년
도 3월까지의 주기로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장부가치는 자본총계에서 우선주 자본금을 차감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자
본잠식기업과 금융기업은 제외하였다. 표의 수치는 GRS의 F-값을 나타내고 괄호 안의 수치는 이에 대한 p-값이다.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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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A : CNZ 모형(삼중정렬, 경상이익 ROE) GRS F-test
FF 25 검증 포트폴리오

가치가중 동일가중

CNZ 요인 모형
가치가중 1.904(0.006) 1.642(0.029)
동일가중 1.642(0.029) 3.412(0.000)

 패널 B : CNZ 모형(삼중정렬, 순이익 ROE) GRS F-test
FF 25 검증 포트폴리오

가치가중 동일가중

CNZ 요인 모형
가치가중 1.853(0.008) 1.608(0.035)
동일가중 1.608(0.035) 3.350(0.000)

 패널 C : CNZ 모형(이중정렬, 순이익 ROE) GRS F-test
FF 25 검증 포트폴리오

가치가중 동일가중

CNZ 요인 모형
가치가중 1.723(0.019) 3.327(0.000)
동일가중 1.510(0.058) 3.116(0.000)

 패널 D : CNZ 모형(가치가중수익률) 요인 간 상관계수
RMRF INV ROEF

RMRF 1
INV -0.024 1

ROEF -0.152** -0.294** 1
 패널 E : CNZ 모형(동일가중수익률) 요인 간 상관계수

RMRF INV ROEF
RMRF 1
INV -0.014 1

ROEF -0.174** -0.365** 1

<표 2> CNZ 모형을 통한 GRS F-검정 및 요인 간 상관계수

아래의 표는 1983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FF 25 포트폴리오에 대한 CNZ 모형의 GRS F-검정 
결과와 요인 간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RMRF(시장초과수익률)는 시장수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을 차감한 값이다. 
시장수익률의 대용치로는 KOSPI 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고 무위험이자율로는 1983년 4월부터 1991년 2월까지는 정
기예금금리를, 그 후로는 CD91일물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I/A(투자액/자산)는 연간 유형자산(gros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증감에 연간 재고자산(inventories) 증감을 더하고 이것을 전년도 자산의 장부가치(book value of 
assets)로 나눈 값이다. ROE(자기자본이익률)는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장부가치로 나눈 값과 경상이익을 전년도 장부
가치로 나눈 값의 두 가지를 계산하였다. INV(투자요인)와 ROEF(ROE요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주식을 
I/A 기준으로 3등분(저30%, 중40%, 고30%)하고 이 3개의 포트폴리오를 ROE 기준으로 다시 3등분(고30%, 중40%, 
저30%)하여 9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이를 기업규모 기준으로 또 다시 3등분(소30%, 중40%, 대30%)하여 최종적
으로 27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INV는 9개의 저I/A 포트폴리오 단순평균과 9개의 고I/A 포트폴리오 단순평균
의 차이로 계산하고 ROEF는 9개의 고ROE 포트폴리오 단순평균과 9개의 저ROE 포트폴리오 단순평균의 차이로 계산
한다. 이중정렬 방법에 의한 INV와 ROEF의 계산은, 기업규모와 I/A, 기업규모와 ROE를 이용하여 각각 6개의 포트
폴리오를 형성하고 HML의 계산방법과 유사하게 INV와 ROEF를 산출한다. FF 25 포트폴리오는 전체기업을 기업규모 
기준으로 5분할하고 이를 다시 장부가/시가 기준으로 5분할하여 총 2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요인산출과 포
트폴리오 수익률 계산에서, t-1년도 결산월 시점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t년도 4월부터 t+1년도 3월까지의 주기로 수
익률을 계산하였다. 장부가치는 자본총계에서 우선주 자본금을 차감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자본잠식기업과 금융기업은 
제외하였다. 표의 수치는 GRS의 F-값을 나타내고 괄호 안의 수치는 이에 대한 p-값이다. *는 5% 유의수준에서, **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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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3 4 5 6 7 8 9 W L-W
3-1 1.382 0.359 0.571 0.344 0.053 0.085 0.532 0.530 0.164 0.407 0.974 

t 2.280 0.686 1.147 0.653 0.110 0.171 1.064 0.997 0.323 0.688 1.597 

6-1 1.008 0.286 0.259 0.468 0.138 0.442 0.193 0.156 0.630 0.241 0.767 

t 1.634 0.529 0.502 0.895 0.280 0.882 0.388 0.300 1.200 0.448 1.314 

12-2 0.486 0.179 0.761 0.375 -0.088 -0.001 0.451 0.289 0.109 0.902 -0.416 

t 0.797 0.311 1.353 0.728 -0.178 -0.002 0.901 0.559 0.211 1.623 -0.689 

24-2 0.753 0.674 0.225 0.160 0.880 0.584 0.003 0.501 -0.001 0.208 0.545 

t 1.174 1.107 0.417 0.310 1.573 1.150 0.007 0.972 -0.001 0.396 0.828 

36-2 0.525 0.335 0.780 0.486 0.522 0.389 0.389 0.582 0.283 0.352 0.172 

t 0.820 0.570 1.319 0.903 0.952 0.741 0.789 1.108 0.522 0.656 0.259 

48-2 0.445 0.664 0.504 0.291 0.247 0.333 0.399 0.324 0.518 0.282 0.163 

t 0.662 1.049 0.870 0.531 0.464 0.615 0.800 0.605 0.998 0.531 0.223 

60-2 0.662 0.666 0.336 0.599 0.648 0.319 0.141 0.326 0.707 0.185 0.477 

t 1.007 1.050 0.561 1.094 1.223 0.605 0.270 0.610 1.394 0.348 0.686 

60-13 0.605 0.542 0.714 0.263 1.001 0.343 0.527 0.249 0.562 0.240 0.365 

t 0.974 0.920 1.296 0.485 1.938 0.658 1.026 0.485 1.034 0.462 0.598 

FF 모형
3-1 6-1 12-2 24-2 36-2 48-2 60-2 60-13

F-값 1.518 2.162 2.513 1.985 1.694 1.356 2.095 2.168
p-값 0.132 0.020 0.007 0.035 0.081 0.200 0.025 0.020

CNZ 모형
3-1 6-1 12-2 24-2 36-2 48-2 60-2 60-13

F-값 1.648 1.426 1.312 1.835 0.392 0.760 0.992 0.883
p-값 0.092 0.168 0.222 0.054 0.950 0.667 0.450 0.549

<표 3> 과거 주식수익률 관련 이상현상(가치가중 수익률) t-검정

아래 표는 1987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과거 주식수익률 기준으로 전체기업을 10분할한 포트폴리오
들의 가치가중 수익률의 평균값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3-1’, ‘6-1’, ‘12-2’ 등과 같은 표기는 포트폴리오 형성 
기준이 되는 과거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1’은 t-3개월부터 t-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주식수익률을 이용하
여 전체주식을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하였음을 의미한다. ‘L’은 과거 주식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패자 포트폴리오
이며 ‘W’는 과거 주식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승자 포트폴리오이다. ‘L-W’는 패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승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t는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평균이 0과 같은지를 검증한 t-값이다.

<표 4> 과거 주식수익률 관련 이상현상(가치가중 수익률) GRS F-검정

아래 표는 1987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과거 주식수익률 기준으로 전체기업을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하고 가치가중수익률을 계산한 후 이를 FF 모형과 CNZ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GRS F-검정을 실
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값은 GRS F-검정의 결과이며 p-값은 이 검정의 유의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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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3 4 5 6 7 8 9 W L-W
3-1 1.792 1.123 1.031 0.884 0.758 0.731 0.556 0.743 0.845 1.302 0.490 

t 2.955 2.052 1.998 1.713 1.510 1.497 1.118 1.503 1.645 2.509 1.088 

6-1 1.369 0.978 0.875 0.801 0.852 0.865 0.854 0.840 1.157 1.210 0.159 

t 2.153 1.736 1.700 1.577 1.703 1.742 1.747 1.692 2.314 2.397 0.318 

12-2 0.877 0.884 0.952 0.907 0.910 1.123 1.072 0.947 0.968 1.235 -0.358 

t 1.372 1.517 1.737 1.771 1.820 2.277 2.223 1.958 1.988 2.454 -0.701 

24-2 1.285 1.173 1.133 1.086 1.009 1.143 0.834 0.802 0.780 1.032 0.252 

t 1.920 1.936 2.055 2.098 1.938 2.301 1.690 1.659 1.642 2.150 0.457 

36-2 1.355 1.169 1.200 1.127 0.930 1.069 0.928 0.897 0.755 0.652 0.703 

t 1.992 1.906 2.075 2.112 1.808 2.104 1.881 1.880 1.599 1.356 1.242 

48-2 1.532 1.423 1.290 1.143 0.967 0.933 0.740 0.961 0.644 0.606 0.926 

t 2.194 2.252 2.175 2.167 1.891 1.841 1.512 2.027 1.385 1.303 1.572 

60-2 1.783 1.476 1.028 1.275 1.094 0.893 0.983 0.819 0.664 0.491 1.293 

t 2.547 2.363 1.748 2.358 2.101 1.788 2.018 1.679 1.423 1.076 2.169 

60-13 1.972 1.601 1.238 0.914 1.187 0.981 0.811 0.734 0.649 0.440 1.532 

t 2.973 2.693 2.227 1.694 2.306 1.991 1.651 1.574 1.370 0.949 3.054 

FF 모형
3-1 6-1 12-2 24-2 36-2 48-2 60-2 60-13

F-값 2.386 1.717 1.888 1.690 1.343 1.582 1.777 1.279
p-값 0.010 0.076 0.046 0.082 0.207 0.111 0.064 0.242

CNZ 모형
3-1 6-1 12-2 24-2 36-2 48-2 60-2 60-13

F-값 1.783 0.658 0.837 1.148 1.043 1.116 1.517 0.724
p-값 0.063 0.763 0.593 0.326 0.407 0.350 0.132 0.701

<표 5> 과거 주식수익률 관련 이상현상(동일가중 수익률) t-검정

아래 표는 1987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과거 주식수익률 기준으로 전체기업을 10분할한 포트폴리오
들의 동일가중 수익률의 평균값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3-1’, ‘6-1’, ‘12-2’ 등과 같은 표기는 포트폴리오 형성 
기준이 되는 과거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1’은 t-3개월부터 t-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주식수익률을 이용하
여 전체주식을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하였음을 의미한다. ‘L’은 과거 주식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패자 포트폴리오
이며 ‘W’는 과거 주식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승자 포트폴리오이다. ‘L-W’는 패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승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t는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평균이 0과 같은지를 검증한 t-값이다.

<표 6> 과거 주식수익률 관련 이상현상(동일가중 수익률) GRS F-검정

아래 표는 1987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과거 주식수익률 기준으로 전체기업을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하고 동일가중수익률을 계산한 후 이를 FF 모형과 CNZ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GRS F-검정을 실
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값은 GRS F-검정의 결과이며 p-값은 이 검정의 유의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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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3 4 5 6 7 8 9 H H-L
MC 2.353 1.333 1.238 0.863 0.745 0.681 0.575 0.448 0.534 0.622 1.731 

t 4.249 2.608 2.625 1.874 1.585 1.463 1.332 1.052 1.215 1.423 3.328 

BM 0.402 0.401 0.630 0.559 0.685 0.709 1.142 0.595 1.448 1.405 1.003 

t 0.902 0.864 1.422 1.264 1.456 1.558 2.372 1.227 2.902 2.608 2.309 

I/A 0.373 0.131 0.996 0.801 0.627 0.481 0.322 0.620 0.802 0.093 0.281 

t 0.791 0.297 2.115 1.682 1.418 1.103 0.799 1.436 1.996 0.203 0.795 

ROE 0.656 0.331 0.617 0.975 0.615 0.572 0.692 0.712 0.409 0.783 0.127 

t 1.146 0.615 1.211 2.082 1.364 1.272 1.497 1.726 0.961 1.692 0.253 

ROA 0.642 0.449 0.735 1.042 0.484 0.624 0.509 0.907 0.445 0.666 0.025 

t 1.062 0.877 1.423 2.082 1.040 1.302 1.199 1.962 1.010 1.544 0.045 

E/P 0.614 0.201 0.201 0.604 0.314 0.700 0.948 1.067 0.811 1.159 0.545 

t 1.015 0.386 0.409 1.357 0.665 1.617 2.146 2.443 1.769 2.354 1.097 

OCF/P 0.192 0.330 0.320 0.372 0.506 0.336 0.630 0.992 0.940 1.628 1.436 

t 0.362 0.614 0.739 0.807 1.046 0.779 1.437 2.302 2.043 3.177 3.664 

CF/P 0.279 0.140 0.198 0.423 0.181 0.903 0.827 0.925 1.018 1.025 0.746 

t 0.455 0.285 0.462 0.936 0.385 1.939 1.866 2.254 2.157 2.077 1.499 

FF 모형
MC BM I/A ROE ROA E/P OCF/P CF/P

F-값 2.699 1.068 3.879 0.748 1.126 1.780 2.783 2.049
p-값 0.003 0.386 0.000 0.679 0.341 0.063 0.003 0.028

CNZ 모형
MC BM I/A ROE ROA E/P OCF/P CF/P

F-값 2.051 0.934 2.175 0.773 0.880 1.339 1.046 1.252
p-값 0.028 0.502 0.019 0.655 0.553 0.208 0.405 0.256

<표 7> 기업특성 변수 관련 이상현상(가치가중 수익률) t-검정

아래 표는 1983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특성 변수 기준으로 10분할한 포트폴리오들의 가치가중 
수익률의 평균값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MC는 보통주 주가에 보통주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구하고 BM은 자본총
계에서 우선주 자본금을 차감한 장부가치를 시장가치(시가총액)로 나눠서 구한다. I/A은 유형자산 변화분에 재고자산 
변화분을 더하고 이것을 전년도 장부가치로 나누어서 구한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장부가치로 나누어서 구하
고 E/P는 순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OCF/P는 영업현금흐름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CF/P
는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현금흐름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L(low)은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낮은 포
트폴리오를 의미하고 H(high)는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H-L’은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단, MC와 I/A는 해당 변수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t는 각 포트폴리오의 수
익률 평균이 0과 같은지를 검증한 t-값이다.

<표 8> 기업특성 변수 관련 이상현상(가치가중 수익률) GRS F-검정

아래 표는 1983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과거 주식수익률 기준으로 전체기업을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하고 가치가중수익률을 계산한 후 이를 FF 모형과 CNZ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GRS F-검정을 실
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값은 GRS F-검정의 결과이며 p-값은 이 검정의 유의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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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3 4 5 6 7 8 9 H H-L
MC 3.121 1.745 1.446 1.107 0.908 0.814 0.711 0.511 0.595 0.627 2.493 

t 5.628 3.422 3.010 2.398 1.934 1.771 1.603 1.182 1.355 1.463 5.387 

BM 0.535 0.696 0.752 0.772 0.972 1.136 1.457 1.278 1.697 2.124 1.589 

t 1.244 1.618 1.742 1.751 2.151 2.499 3.235 2.745 3.633 4.013 5.033 

I/A 1.143 1.129 1.034 1.264 1.095 1.014 1.091 1.093 1.381 1.250 -0.107 

t 2.375 2.473 2.324 2.827 2.498 2.284 2.546 2.492 3.061 2.613 -0.502 

ROE 1.684 1.402 0.956 1.009 1.103 1.066 1.123 1.004 0.931 1.317 -0.367 

t 2.885 2.645 1.968 2.199 2.422 2.505 2.586 2.454 2.242 3.151 -0.927 

ROA 1.616 1.352 1.142 1.042 1.080 1.160 1.010 1.111 1.045 1.068 -0.548 

t 2.812 2.538 2.355 2.196 2.325 2.652 2.376 2.644 2.494 2.727 -1.339 

E/P 1.831 1.067 0.556 0.786 0.752 0.953 1.121 1.258 1.314 1.889 0.059 

t 3.057 2.088 1.130 1.709 1.747 2.266 2.680 3.068 3.001 4.186 0.149 

OCF/P 0.990 0.789 0.861 0.740 0.888 0.841 1.197 1.357 1.622 2.284 1.294 

t 1.750 1.492 1.859 1.700 2.062 2.002 2.769 3.206 3.798 4.756 4.342 

CF/P 1.582 0.899 0.678 0.717 0.845 1.114 1.051 1.246 1.526 1.891 0.309 

t 2.668 1.751 1.502 1.683 1.894 2.619 2.461 2.927 3.388 4.057 0.818 

FF 모형
MC BM I/A ROE ROA E/P OCF/P CF/P

F-값 4.567 1.644 1.702 2.454 1.627 2.862 5.148 2.947
p-값 0.000 0.092 0.079 0.008 0.097 0.002 0.000 0.001

CNZ 모형
MC BM I/A ROE ROA E/P OCF/P CF/P

F-값 4.869 1.655 0.698 1.355 1.125 1.706 3.693 1.701
p-값 0.000 0.090 0.727 0.200 0.342 0.078 0.000 0.079

<표 9> 기업특성 변수 관련 이상현상(동일가중 수익률) t-검정

아래 표는 1983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특성 변수 기준으로 10분할한 포트폴리오들의 동일가중 
수익률의 평균값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MC는 보통주 주가에 보통주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구하고 BM은 자본총
계에서 우선주 자본금을 차감한 장부가치를 시장가치(시가총액)로 나눠서 구한다. I/A은 유형자산 변화분에 재고자산 
변화분을 더하고 이것을 전년도 장부가치로 나누어서 구한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장부가치로 나누어서 구하
고 E/P는 순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OCF/P는 영업현금흐름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CF/P
는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현금흐름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L(low)은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낮은 포
트폴리오를 의미하고 H(high)는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H-L’은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기업특성 변수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단, MC와 I/A는 해당 변수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에서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t는 각 포트폴리오의 수
익률 평균이 0과 같은지를 검증한 t-값이다.

<표 10> 기업특성 변수 관련 이상현상(동일가중 수익률) GRS F-검정

아래 표는 1983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과거 주식수익률 기준으로 전체기업을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하고 동일가중수익률을 계산한 후 이를 FF 모형과 CNZ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GRS F-검정을 실
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값은 GRS F-검정의 결과이며 p-값은 이 검정의 유의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