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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의 로그-선형 

모형(lg-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예기치 못한 주식 수익률을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

스로 분해하고, 각 뉴스의 가격화 여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시장 수익률 추정을 위한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선택을 위해서 6개의 내생변수를 선

정하였는데, 벡터 자기회귀 모형은 뛰어난 뉴스 분해 능력을 보여 주었다. 둘째, 할인율 

베타가 현금흐름 베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는 것은 주식 수익률이 할인율 뉴스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횡단면-시계열 통합 회귀분석에서 할인율 베타의 위

험 프리미엄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할인율 베타가 나쁜 베

타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통합 회귀분석에서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할인율 베타만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할인율 베타가 나쁜 

베타임을 강하게 지지한다. 본 연구는 내생변수의 합리적 선정에 의해 현금흐름과 할인율 

뉴스를 적절하게 분해하여 현금흐름과 할인율 베타의 가격화 여부를 검증하였고, (미국과 

달리) 할인율 베타를 나쁜 베타로 정의하여 할인율 베타 프리미엄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

여 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공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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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서서서서론론론론

Campbell and Shiller(1988a)와 Campbell(1991)은 기대 수익률이 시간 가변적

이라 주장하며 로그-선형(log-linear) 모형을 이용하여 예기치 못한 주식 수익률을 

미래의 현금흐름과 할인율 뉴스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 아래 Campbell 
and Vuolteenaho(2004)는 주식의 시장 베타를 현금흐름(cash flow) 베타와 할인율

(discount rate) 베타로 분해하여, 어느 것이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가를 분석하

였다. 그들은 할인율 뉴스는 시간에 따라 높고 낮음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가에 미

치는 영향이 작지만, 배당으로 표현되는 현금흐름 뉴스는 투자 기회의 불변성을 의

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주가 형성의 요인이라고 하였다. 결국, 현금흐름 뉴스에 따라 

결정되는 현금흐름 베타가 가격화(priced) 요인이기 때문에 나쁜 베타(bad beta)고, 
할인율 베타는 좋은 베타(good beta)라고 하였다.1) 

하지만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의 추론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일

반화하기 어려운 논리적 약점이 있다. 첫째, 미국과 달리 배당 정책의 중요성이 약

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현금흐름 베타가 나쁜 베타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미국은 아직도 배당 정책이 중요하지만, 1980년대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배당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고 자사주 매입이 증가하였다. 현금흐름으로 표현되는 

현금 배당이 주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현금흐름 베

타가 반드시 나쁜 베타일 이유는 없다. 둘째, 재무이론에 의하면 주식 가격은 배당

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정보에 의해 바뀐다. 배당이 주식 가격을 바꾸는 위험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에 대한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가 있어야 하는데, 일
관된 배당 정책이 없는 아시아 국가에서 배당을 근간으로 하는 현금흐름 뉴스가 중

요한 가격화 요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할인율로 표현되는 자본비용은 시장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시

간이 흐르면 다시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높거나 

낮은 할인율이 지속된다면 기업 또는 주식 가치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할인율 베타가 반드시 좋은 베타라고 정의하기도 어렵다.2) 21세기 들어와서 낮

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할인율 베타가 오히려 

나쁜 베타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연구 결과는 방법론적 오류에서 발생하

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은 표본 기간의 모든 월별 수익률을 평균하여 한 번의 횡

1) 그들은 위험을 콜레스테롤에 비유하였다.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대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려고 비용을 지불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금흐름 베타는 중요한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나쁜 베타고, 할인율 베타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좋은 베타라고 하였다.
2) 갑자기 할인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 또는 주식 가치 관점에서 엄청난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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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의 시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로그-선형 모형에 의한 현금흐름과 할

인율 베타의 연구는 다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의 로그-선형 모형에 시장 상황

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검증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 정책

의 중요성이 약하고 이자율에 민감한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할인율 베타를 나쁜 

베타로, 현금흐름 베타를 좋은 베타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

저 로그-선형 모형의 뉴스 분해 목적에 적합하도록 시장 수익률 추정을 위한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내생변수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

를 추출하여 검증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 및 할인율 베타를 추정하고, Pettengill et 
al.(1995)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분석으로 나쁜 베타와 좋은 베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수익률 추정을 위한 벡터 자기회

귀 모형을 위해서, 시장 초과 수익률,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 장부가치/시장

가치(이하 B/M) 비율, 산업생산지수의 변화율, 대미 환율 변화율, 두바이유 가격 변

화율을 내생변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내생변수에 의한 벡터 자기회귀 모형은 뛰

어난 뉴스 분해 능력을 보여 주었다. 둘째, 할인율 베타가 현금흐름 베타보다 상대

적으로 크게 추정되는 것은 주식 수익률이 할인율 뉴스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셋째, 횡단면-시계열 통합 회귀분석(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pooled 
regression)에서 할인율 베타의 위험 프리미엄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할인율 베타가 나쁜 베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통합 회귀분석에서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할인율 베타만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할인율 베타가 나쁜 베타임을 강하게 지

지하고 있다. 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검증 모형이 조정된 R2를 0.1%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높여주어 모형의 신뢰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공헌을 가진다. 첫째,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합리적 내생변수 선정 과정을 통하여 현금흐름 및 할인율 뉴스를 기존 연구보다 적

절하게 분해하였다.3) 둘째, 배당 정책의 중요성이 미국보다 약한 우리나라에서 나쁜 

베타와 좋은 베타에 대한 정의를 재조명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한 통합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현금흐름과 할인율 베타 프리미엄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표본 기간 전체의 월평균 수익률로 횡단면 회귀분석

을 하여 현금흐름 및 할인율 베타 프리미엄의 유의성을 검증한 Campbell and 
3) Campbell(1991), Campbell and Vuolteenaho(2004), Chen and Zhao(2009) 등은 뉴스 분해 과정이 달

라짐에 따라 전체적인 결과도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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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olteenaho(2004)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로그-선형 모형을 이용한 선행 연

구와 배당 및 금리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 3장은 자료와 연구 방법론에 대해 설명

한다. 제 4장은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변수 선정 과정을 보여 주고, 제 5장은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제 6장은 결과를 정리하면서 연구를 맺고자 한다.

2. 2. 2. 2. 선선선선행행행행    연연연연구구구구와와와와    배배배배당당당당    및및및및    금금금금리리리리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검검검검토토토토

2.1 2.1 2.1 2.1 선선선선행행행행    연연연연구구구구

Campbell and Shiller(1988a, 1988b)는 로그-선형 모형에 의해 최초로 주식 

수익률을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로 분해하였다. Campbell(1991)은 로그-선형 

모형에 벡터 자기회귀 모형을 결합시켜 할인율 뉴스를 추정하고, 할인율 뉴스에 예

기치 못한 시장 초과 수익률을 더하여 현금흐름 뉴스를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Campbell and Shiller(1988a, 1988b)처럼 배당금 변화율을 추정할 필요 없이 월별 현

금흐름 및 할인율 뉴스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ampbell(1991)은 할

인율 뉴스의 분산이 현금흐름 뉴스의 분산보다 크기 때문에 시장 초과 수익률이 할

인율 뉴스에 의해 많이 연동한다고 하였다. Campbell and Ammer(1993)도 

Campbell(1991)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Hetch and Vuolteenaho(2006)는 

Campbell(1991)의 방법으로 추정한 현금흐름 뉴스를 현금흐름의 대용치로 시장 수

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Vuolteenaho(2002)는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Campbell(1991)의 방법으로 기업의 예기치 못한 주식 수익률을 분해하여, 개별 주식 

수익률은 주로 현금흐름 뉴스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주식 수익률을 여러 뉴스로 분해하여 각 뉴스의 민감도인 베타를 분석한 연

구도 이루어졌다. Campbell and Mei(1993)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여러 뉴스로 분

해하였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미래 현금흐름, 실질 이자율, 
초과 수익률로 분해하였다. 이와는 달리 Campbell and Vuolteenaho(2004)는 예상치 

못한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로 분해하여 시장 베

타를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로 나누었다. 횡단면 분석에 의해 현금흐름 베타 

프리미엄이 할인율 베타 프리미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현금흐름 베타를 나쁜 베

타, 할인율 베타를 좋은 베타라고 하였다. Campbell et al.(2009)은 시장 수익률과 포

트폴리오 수익률을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로 분해하여 시장 베타를 4개로 분

해하였다. 그들은 성장주의 현금흐름은 시장의 할인율 뉴스에 민감하고, 가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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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은 시장의 현금흐름 뉴스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경제학 및 재무론 관점과는 달리 회계학에서도 로그-선형 모형을 이용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Callen and Segal(2004)은 Campbell(1991)과 Vuolteenaho(2002)의 

방법에 따라 주식 수익률 변동을 발생액 뉴스, 현금흐름 뉴스 및 할인율 뉴스로 분

해하여, 주식 수익률이 발생액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Callen et 
al.(2005)은 Campbell(1991)의 방법에 따라 수익률 변동을 할인율 뉴스, 외국인 투자

자 이익 뉴스 및 내국인 투자자 이익 뉴스로 분해하여, 외국인 투자자 이익 뉴스가 

예기치 못한 주식 수익률을 더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Khan(2008)은 현금흐름 뉴스, 
할인율 뉴스, 기업 규모 요인(SMB), B/M 요인(HML) 등 4개의 위험 요인으로 발생액 

이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Campbell(1991),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의 방법에 

의한 뉴스 분해를 위해 벡터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할 때, 기존 연구들이 선정한 변

수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임의적인 판단으로 변수 선정을 하여 뉴스를 분해하였

다. Chen and Zhao(2009)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정된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

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상대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째, 벡터 자기회귀 모형에서 시장 초과 수익률을 추정하는 회귀식의 설명력이 낮

기 때문에 할인율 뉴스와 현금흐름 뉴스를 정확히 추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둘째, 
벡터 자기회귀 모형 변수 선정 문제다. Chen and Zhao(2009)는 내생변수를 다르게 

선정하면 현금흐름 및 할인율 뉴스 시리즈가 변하기 때문에, 두 뉴스의 상대적 중

요성도 변하고 횡단면 분석 시 현금흐름 및 할인율 베타 프리미엄도 크게 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수 선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기존 연구들에 

의해 많이 사용된 시장 수익률 설명변수들을 탐색적으로 찾는다. 즉, 시장 수익률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 다양하게 조합하여 가장 적합한 벡터 자기회

귀 모형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장 초과 수익률을 설명하는 회귀식의 조정

된 R2 및 추정된 현금흐름 및 할인율 뉴스 시리즈의 상관계수를 측정한다. 조정된 

R2가 상대적으로 크면서 두 뉴스의 상관관계가 낮은 벡터 자기회귀 모형을 선정하

면 뉴스가 적절하게 분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 2.2 2.2 2.2 배배배배당당당당    및및및및    금금금금리리리리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검검검검토토토토

Berk et al.(2015, 549-550)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고정적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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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분기별로 배당금을 주고 배당 안정화 정책을 추구하는 성

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배당금의 변동성이 낮은 것은 배당금이 기업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는 신호 역할을 하게 되므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배당 정

책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배당 정책의 변화가 상당한 위

험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

은 수준이고 안정된 배당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변동이 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 이익을 기대

하기 힘들다.4) 둘째, 과거 국내 기업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기 위하여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

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본이익의 경우에는 면세를 하지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때문이다. 넷째,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산출하

는 기업보다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제로 

받는 배당소득 금액은 매우 작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시장 이자율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고, 투자

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5) 
  

미국과 우리나라의 배당과 시장 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이 요구된다. <그림 1>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과 시장 금리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6) 패널 A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

다. 미국의 배당 수익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4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1984년부터 유행하였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많은 상장

기업들이 현금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은 배당소득의 세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주 환원의 방법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7) 그림에서 1996년부터 배당 수익률이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08년에 2.90%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 및 보험회사들이 폭락한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배당 수익률을 높였

4) 신정순(2015)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고배당 성향인 유틸리티, 금융, 필수소비재의 비중은 30% 미만

이지만, 저배당 성향인 IT, 경기소비재(자동차 포함), 산업재 등의 비중이 50%가 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5) 김부민 등(2015), 강경훈 등(2015), 김학겸 등(2015)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6) Datastream이 1973년부터 미국 주식시장 배당 수익률 자료를 제공하므로 197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배당 수익률 추세를 보여 주었다. 한국거래소는 1992년부터 배당 수익률 자료를 제공하

기 때문에 그 이전의 배당 수익률 자료는 Datastream에서 구하였다. Datastream은 1987년부터 한국 
주식시장 배당 수익률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1년 만기 T-Bill 자료는 Datastream에서, 한국 1년 만

기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구하였다.
7) Fama and French(2001)에 의하면 1973-1977년과 1978-1982년의 자사주 매입이 총 이익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평균 3.37%와 5.12%이었고, 1983-1998년에는 평균 31.42%로 급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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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배당 수익률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
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 2.90%와 2.58%로 상당히 높아졌지만 위기 이후 다시 하락

하였다.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하락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배당 수익률을 일

시적으로 높아졌다. 

패널 B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시장 금리

는 1년 만기 T-Bill 수익률이고, 한국은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이다. 미국

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다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

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초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금리 정책은 다시 금

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 또는 주식 가치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의 추론에 대해 의

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두 번의 금융위기 이후 금리 하락세가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말까지의 금리와 지금의 저금리 추세는 비교하기 어려

울 정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 또는 주식 가치에는 할인율 뉴스가 매우 중요

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림 1>을 종합해 보면,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국의 배당이 더 안정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이는 미

국의 안정적 배당 정책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소 불안정한 우리나

라의 배당 정책을 고려할 때 현금흐름 뉴스가 매우 중요한 가격화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기업 또는 주식 가치가 금리에 매우 민감할 가

능성이 높다. 이는 할인율 뉴스가 중요한 가격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9) 따라서 할인율 베타를 나쁜 베타로, 현금흐름 베타를 좋은 베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 삽입

3. 3. 3. 3. 자자자자료료료료    및및및및    연연연연구구구구    방방방방법법법법론론론론    

3.1 3.1 3.1 3.1 자자자자료료료료

본 연구는 FnGuide로부터 (수정된) 주식 가격과 재무제표 자료를 얻었다. 
8) 패널 A에서 199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배당 수익률 평균치는 각각 1.89%와 1.55%이다. 
9) 패널 B에서 199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국 1년 만기 T-Bill과 우리나라 1년 만기 통화안정

증권 평균 수익률은 각각 2.98%와 7.06%로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가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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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본 기간은 198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검증 기간에 종합주가지수 종

목에 포함되어 있는 상장 주식과 상장 폐지된 주식은 총 1,079개다. 그 중 규제 산

업에 속하는 금융업 주식들을 제외하였다. 개별 주식의 월별 수익률은 일별 로그 

차분한 주식 수익률을 월별 주식 수익률로 전환하여 이용하였다. 시장 수익률은 

198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증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고,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종합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종목들의 수

익률을 가치가중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로그-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반영되지 않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은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무위험 수익률의 대용치는 통화안정증권 364일을 이용하였다. 기업 규모는 (보

통주) 상장 주식수에 주가를 곱하여 산출하였고, 장부 가치는 자본총액에서 우선주 

자본금을 차감한 값이다. 

3.2 3.2 3.2 3.2 연연연연구구구구    방방방방법법법법론론론론

3.2.1 3.2.1 3.2.1 3.2.1 현현현현금금금금흐흐흐흐름름름름    뉴뉴뉴뉴스스스스    및및및및    할할할할인인인인율율율율    뉴뉴뉴뉴스스스스    추추추추정정정정

Campbell and Shiller(1988a), Campbell(1991)은 다음과 같은 로그-선형 모형

으로 예기치 못한 수익률을 배당금 뉴스와 할인율 뉴스로 분해하였다.

                
  

∞

       
  

∞

  

    

        

(1)
  
  은 로그 차분한 t+1기의 시장 수익률이고,   은 t+1기 말 배당의 자연로그 

값이며, 는 기간 변화량을 의미하는 연산자다. 는 시점에서의 기대치이다.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를 0.9845(1/12)로 하였

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표본 기간 동안의 연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5%라는 

것을 의미한다. 는 현금흐름 뉴스고 는 할인율 뉴스다. 미래 현금흐름의 기

대치가 증가하면 예기치 않은 수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미래 할인율의 기대치가 증

가하면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mpbell(1991)과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에 따라 1 시차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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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 t+1기의 내생변수 벡터고, 그 중 첫 요소는 시장의 (무위험) 초과 수익률이

다. 는 상수항이고 는 계수 행렬이며  은 t+1기의 잔차를 의미한다. 현금흐

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4)

은 첫 요소가 1이고 나머지가 0인 벡터고, 는 이며 는 0.9845(1/12)

이다. 는 계수 행렬이며 는 단위 행렬이다. 즉, 벡터 자기회귀 모형으로 얻은 계

수행렬()과 잔차( )를 이용하여 할인율 뉴스()를 먼저 계산하고, 
      에 의해 현금흐름 뉴스()를 구한다. 여기서 

    은    이다.

3.2.2 3.2.2 3.2.2 3.2.2 현현현현금금금금흐흐흐흐름름름름    베베베베타타타타    및및및및    할할할할인인인인율율율율    베베베베타타타타    추추추추정정정정

Campbell and Vuolteenaho(2004)는 로그-선형 모형에 의하여 시장 베타

()를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주가 수익

률이 시장의 어떤 뉴스에 의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Fama 
and French(1992)의 방법에 따라 25개의 규모-B/M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즉, t
년 6월마다 기업들의 시가총액에 따라 5개의 규모별 포트폴리오로 나누고, 각 포트

폴리오를 t-1년 12월 B/M 비율 기준으로 다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25개

의 검증 포트폴리오를 얻는다. 199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표본 기간에 대

해 이들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 및 할인율 베타를 다음의 모형에 의해 추정한다.

                                 (5)   
  
여기서 는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을, 는 월별 무위험 이자율을 나타낸다. 
와 은 스케일을 조정한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를 나타낸다.10) Fama 
10) Campbell and Vuolteenaho(2004)는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의 합이 시장 베타와 동일하기 되

기 위해서 스케일을 조정한 현금흐름 뉴스() 및 할인율 뉴스()를 사용한다. 스케일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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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rench(1993)와 Khan(2008)처럼 기업 규모와 B/M 요인을 추가하여 고려할 

경우에는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를 다음 모형에 의해 추정하였다.

            
(6)

는 규모 요인을 수익률이고, 은 가치 요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다.

3.2.3 3.2.3 3.2.3 3.2.3 위위위위험험험험    프프프프리리리리미미미미엄엄엄엄의의의의    추추추추정정정정

Fama and MacBeth(1973)와 Khan(2008)과 같이 본 연구는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의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기 위하여 3 단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Sharpe(1964), Lintner(1965), Black(1972)에 의하면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항상 무위험 이자율보다 클 

때 이러한 양(+)의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Pettengill et al.(1995)은 베타와 기대 수

익률의 사전적 기대 모형은 관찰 불가능한 기대 수익률에 의해 정의된 것이고, 사

후적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이 때 베타와 실제 수익률의 관

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시장 상승기에는 베타와 실제 수익

률 간에는 양(+)인 관계가, 시장 하락기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실증분

석 증거를 제시하였다. 시장 하락기에 높은 베타를 갖는 주식들이 낮은 베타를 갖

는 주식들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 상황에 의존하는 Pettengill et 
al.(1995) 방법의 위험 프리미엄 추정은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제고시킨다.

검증을 위한 1 단계는 검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Fama and 
French(1992)의 방법에 따라 25개 규모-B/M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2 단계는 독립

변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독립변수는 검증 월 전의 36개월 자료에 의하여 추정한 

포트폴리오 시장 베타(),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 규모 요

인 베타(), B/M 요인 베타()다. 3 단계는 2 단계에서 추정한 베타들이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는 검

증 월 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의 월별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이다.11) Fama 

한 현금흐름 뉴스()는 현금흐름 뉴스()에  

 
을 곱한 값이고, 스케일을 조정한 

할인율 뉴스()는 할인율 뉴스()에  

 
을 곱한 값이다.

11) 첫 검증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992년 6월에 25개 규모-B/M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1989
년 7월부터 1992년 6월까지의 자료로 독립변수를 산출하며, 1992년 7월부터 1993년 6월까지는 검

증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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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cBeth(1973)는 각 월마다 횡단면 회귀분석으로 계수 값을 추정하고, 추정

한 모든 계수 값들의 평균으로 위험 프리미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검증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 추정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특정 월

에 지나친 극단 값이 추정될 경우 평균 프리미엄의 통계적 유의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횡단면-시계열 통합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기업 규모 및 B/M 비율에 의한 검증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의 타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Fama and MacBeth(1973)에 근거한 25개 베타 포트

폴리오도 검증에 사용하였다.12)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횡단면 모형은 다음과 같다.

                                                   
(7)                                       
                                         
(8)                         

                    
(9) 

 는 월별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이고, 은 포트폴리오 시장 베타다. 
와 는 각각 현금흐름 및 할인율 베타고, 와 은 각각 규모 요

인 및 B/M 요인 베타다.13)

시장 상황을 고려한 횡단면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시장 초과 수익률이 

12) 25개의 베타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987년 7월부터 1989년 6월까지(2년)의 월별 데

이터를 이용하여 2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독립변수는 1989년 7월부터 1992년 6월까지의 36
개월 자료로 추정한다. 검증 기간은 1992년 7월부터 1993년 6월까지의 1년이다. 두 번째 검증 연

도부터는 3년(포트폴리오 구성)-3년(독립변수 생성)-1년(검증 기간)의 기간이 적용된다.
13) 식 (7)-(9)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식 (7)에서 포트폴리오의 시장 베

타를 구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검증 월 이전 36개월 동안의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  )
을, 독립변수는 검증 월 이전 36개월 동안의 현금흐름 뉴스 시리즈에서 할인율 뉴스 시리즈를 차
감한 값( )을 사용하였다. 식 (8)에서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를 구하

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검증 월 이전 36개월 동안의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  )을, 독립변

수는 검증 월 이전 36개월 동안의 스케일을 조정한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의 부(-)
의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식 (9)에서 포트폴리오들의 현금흐름 베타, 할인율 베타, 
규모 요인 베타, B/M 요인 베타를 구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검증 월 이전 36개월 동안의 포트폴
리오 초과 수익률(  )을, 독립변수는 검증 월 이전 36개월 동안의 스케일을 조정한 현금흐

름 뉴스(), 할인율 뉴스의 부(-)의 값(), 규모 요인 포트폴리오 수익률(), B/M 요

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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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값을 가지면 시장 상승기로, 음(-)의 값을 가지면 시장 하락기로 정의한다.

                                    
(10)
          
            
(11)

          
    

      

(12)

는 더미변수로 시장 상승기인 경우 1이고, 하락기인 경우는 0이다. 은 시장 상

승기의 위험 프리미엄 추정치이고, 은 하락기의 위험 프리미엄 추정치를 의미

한다. 

4. 4. 4. 4. 벡벡벡벡터터터터    자자자자기기기기회회회회귀귀귀귀    모모모모형형형형의의의의    변변변변수수수수    선선선선정정정정

Campbell(1991)과 같이 로그-선형 자산가격 결정 이론에 벡터 자기회귀 모

형을 결합시켜 예기치 못한 시장 수익률 변화를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로 정

확히 분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적절한 내생변수

선정 과정을 거쳐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한 부분인 시장 초과 수익률 회귀식의 설

명력을 높여야 한다. 설명력이 낮으면 할인율 뉴스의 추정이 적절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의존하는 현금흐름 뉴스도 적절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둘째, 추정된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Campbell(1991)에서 시

장 수익률을 추정하는 회귀식의 설명력은 2.4%로 매우 낮았고, 두 뉴스의 상관계수

는 0.534로 상당히 높았다.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에서는 설명력은 2.57%
로 낮았지만, 뉴스 상관계수는 0.114로 비교적 낮았다. Khan(2008)은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와 동일한 내생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시장 초과 수익률

을 추정하는 회귀식의 설명력은 1.85%로 매우 낮았고, 두 뉴스의 상관계수는 0.312
로 높은 편이었다. 낮은 설명력과 높은 상관계수는 할인율과 현금흐름 뉴스의 분해 

능력을 낮추어서. 이를 이용한 분석의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 한다. Chen and 
Zhao(2009)는 여러 벡터 자기회귀 모형으로 뉴스 시리즈를 추정하였지만, 두 뉴스의 

공분산 값들이 높아서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를 잘 분해하지 못 하였다.

본 연구도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를 정확히 분해하기 위해서 벡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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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귀 모형의 내생변수를 선정해야 한다.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에 따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를 분해하기 때문에 식 (2)에서 

벡터   의 첫 요소는 시장 초과 수익률이다.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내생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선택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많이 

사용한 변수들을 찾고, 국내시장에 적용시킬 때 시장 초과 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는다. 둘째, 유의적인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벡터 자기회

귀 모형을 추정하고, 각 모형의 조정된 R2와 추정된 현금흐름과 할인율 뉴스의 상

관계수 크기로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즉, 시장 초과 수익률을 설명하는 회귀식

의 설명력이 높고,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의 상관관계가 낮은 모형을 선택해

야 한다. 두 뉴스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분해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식 수익률의 설명변수는 크게 기업 특성 변수와 거

시경제 변수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흔히 사용된 8개의 기업 특성 변수

와 7개의 거시경제 변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14) 그 중에서 KOSPI의 배당 성향, 
배당금 및 수익 변화율, 시장 수익률 변동성, 가치 스프레드, 인플레이션, 신용 스프

레드 변수는 시차 변수가 시장 초과 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KOSPI의 B/M 비율, KOSPI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 (1+
배당 수익률)의 자연로그 값, 순자본 증가(net asset expansion), 산업생산지수의 변

화율, 기간 스프레드, 국민주책채권1종(5년) 수익률, 대미 환율 변화율, 두바이유 가

격 변화율의 9개 변수는 시장 초과 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생

변수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표 1> 삽입

본 연구는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내생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명력이 있

는 9개 설명변수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총 64개의 벡터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하였

다. 각 모형에서 시장 초과 수익률을 설명하는 회귀식의 설명력, 추정한 두 뉴스의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시장 초과 수익률이 어떤 뉴스에 의해 더 

많이 변동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의 표준편차도 계산하

14) 월별 KOSPI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 KOSPI 배당 수익률의 자연로그 값,  KOSPI 배당 성향
의 자연로그 값, KOSPI의 배당금과 수익 변화율 및 B/M 비율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변수

다. 가치 스프레드는 Campbell(2004)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였다. 순자본 증가는 기업 발행 활동

(corporate issuing activity)의 대용치로 Welch and Goyal(2008)에 의해 사용된 것이다. 또한 거시경
제 변수로 신용 스프레드는 200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회사채 장외 3년 BBB--3년 국고채)
로 추정하였고, 그 전에는 신용 스프레드의 평균치를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기간 스프레드는 (국민

주책채권1종(5년)-통화안정증권 364일)을 이용하였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추세를 제거한 국민주택
채권1종(5년)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시장 초과 수익률을 설명하는 변수들은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FnGuide, Datastream에서 구하였다. 



- 14 -

였다. <표 2>는 가장 대표적인 10개 벡터 자기회귀 모형에 대한 각 뉴스의 표준편

차, 뉴스 간의 공분산 및 상관계수, 조정된 R2를 보여 주고 있다.

내생변수 선정 원칙에 따라 조정된 R2로 판단하면 <표 2>에 표시된 10개는 

모두 Campbell(1991), Campbell and Vuolteenaho(2004), Khan(2008)보다 훨씬 좋은 

모형이다. 두 뉴스의 상관계수로 볼 때는 모형 1, 2, 6, 7이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모형 1은 모형 2의 내생변수에 환율과 유가 변화율을 추가한 것이고, 모형 6은 모

형 7의 내생변수에 환율과 유가 변화율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 1과 2를 선

택하든지, 아니면 모형 6과 7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4개의 모형 중 어

떤 것을 선택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설명력 관점에서 본 연구는 모

형 1과 2를 선택하고자 한다. 모형 1과 2 중에서는 모형 1의 설명력이 더 높기 때

문에, 내생변수의 수가 6개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모형 1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

다. 하지만 모형 2를 선택하여도 최종 결과가 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15)  

<표 2> 삽입

<표 3>은 최종 선택된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내생변수 기초 통계량과 상관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ER, LPER, B/M, I_Growth, Ex_Chg, Oil은 각각 시장 초과 

수익률, KOSPI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 KOSPI의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 산
업생산지수의 변화율, 대미 환율 변화율, 두바이유 가격 변화율을 의미한다. 패널 A
는 1989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를 표본 기간으로 하는 내생변수의 기초 통계량

을, 패널 B는 동시적 및 1 시차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패널 B의 첫 번째 열에

서 시장 초과 수익률은 다른 내생변수의 동시 및 1 시차 상관관계가 상당히 유의적

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내생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적절성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표 3> 삽입

5. 5. 5. 5. 실실실실증증증증    분분분분석석석석

5.1 5.1 5.1 5.1 벡벡벡벡터터터터    자자자자기기기기회회회회귀귀귀귀    모모모모형형형형의의의의    추추추추정정정정    결결결결과과과과

본 연구의 벡터 자기회귀 모형은 시장 초과 수익률(ER),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LPER), B/M 비율, 산업생산지수 변화율(I_Growth), 대미 환율 변화율

15) 모형 2를 사용하여 추정한 최종 결과를 부록의 <표 A>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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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_Chg), 두바이유 가격 변화율(Oil)을 내생변수로 사용하며,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와 같이 시차 값을 1로 하였다. <표 4>는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 행은 시장 초과 수익률에 대한 회귀식 추정 결

과다. 1 시차 주가/수익 비율의 비유의적인 음(-)의 계수를 제외하고, 다른 변수들은 

모두 유의적인 계수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은 시장 초과 수

익률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장부가치가 높을수록 파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Welch and Goyal(2008), Pontiff and Schall(1998), 
Hecht and Vuolteenaho(2006)와 정합성을 가진다. 

산업생산지수 변화율의 유의적인 양(+)의 영향은 Chen et al.(1986)와 

Fama(1990)의 결과를 일치한다. 산업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기대치

가 증가하여 주가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대미 환율 변화율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지향적인 국가에 적용 가능한 변수로 시장 초과 수익률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환율 위험이 주식 수익률을 상승시킨다는 Tudor(2012), Nijam(2015)
의 결과와 동일하다. 두바이유 가격 변화율이 시장 초과 수익률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은 Driesprong et al.(2008)과 Sorensen(2009)의 결과와 같다. 시장 초

과 수익률 회귀식의 설명력이 9.22%로 기존 연구들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은 현금흐

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삽입

  
5.2 5.2 5.2 5.2 현현현현금금금금흐흐흐흐름름름름    베베베베타타타타    및및및및    할할할할인인인인율율율율    베베베베타타타타의의의의    추추추추정정정정    결결결결과과과과

식 (2)와 앞에서 선정된 내생변수를 이용하여 <표 4>와 같이 벡터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하였고, 식 (3)과 (4)에 의해 각각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를 계산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뉴스들을 식 (5)와 (6)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25개 규모

-B/M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 및 할인율 뉴스 베타를 추정하였다. 이 때, 반드시 현

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의 스케일을 조정해야 한다. <표 5>는 25개 규모-B/M 포
트폴리오의 현금흐름 및 할인율 베타를 나타내는데, 패널 A는 식 (5)의 추정 결과

고, 패널 B는 식 (6)의 추정 결과다. 패널 A-1과 패널 B-1은 현금흐름 베타

() 값을, 패널 A-2와 패널 B-2는 할인율 베타() 값을 보여 준다. B1은 

B/M 비율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를, B5는 B/M 비율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나타낸다. S1은 기업 규모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S5는 기업 규모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패널 B에서 와  값은 지면상 제약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B5-B1은 B/M 비율이 가장 큰 (가치주) 포트폴리오에서 B/M 비율이 가장 



- 16 -

작은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차감한 값이다. 마찬가지로 S5-S1은 기업 규

모가 가장 큰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에서 기업 규모가 가장 작은 (소규모 기업)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차감한 값이다.

패널 A의 추정 결과를 보면, 기업 규모가 작은 S1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는 

할인율 베타가 현금흐름 베타보다 크다. 실제로 할인율 베타의 평균은 0.4934로 현

금흐름 베타 평균 0.4284보다 약간 크다. 이는 소규모 기업을 제외할 때 주식 수익

률이 현금흐름 뉴스보다는 할인율 뉴스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와 같은 결과다. 패널 A-1에서 S5-S1은 모두 음(-)
의 값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므로, 기업 규모에 따라 현금흐름 베타에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B5-B1은 모두 양(+)의 값이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크기도 커지며, S3, S4, S5에서는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현금흐름 뉴스에 대해 더 민감하다

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순히 가치주가 현금흐름 뉴스에 민감하다는 것은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의 후기 표본(modern sample)과 정합성이 있지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주가 현금흐름 뉴스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 현상으로,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주는 배당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패널 A-2에서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B5-B1이 단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

는데, 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주가 할인율 뉴스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이다.16)  
이를 패널 A-1의 결과와 함께 고려하면, 가치주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흐름 

뉴스뿐만 아니라 할인율 뉴스에도 민감해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S5-S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소

규모 기업에 비해서 대규모 기업의 수익률이 할인율 뉴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즉, 시장 금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는 것이다. 

<표 5> 삽입

패널 B의 결과에서도 할인율 베타의 평균은 0.5632로 현금흐름 베타의 평균 

0.3942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식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현금흐름 뉴스보

다는 할인율 뉴스에 더 민감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패널 A에서 나타났던 

가치주의 현금흐름 및 할인율 뉴스 민감도나 대형주의 할인율 뉴스 민감도는 전혀 

16) 이러한 경향은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의 전기 표본(early sample)과는 비슷하지만 후기 

표본(modern sample)과는 매우 다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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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고 있다. 규모 요인과 B/M 요인이 설명변수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패널 

A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흐

름 및 할인율 베타의 통계적 유의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5.3 5.3 5.3 5.3 현현현현금금금금흐흐흐흐름름름름    베베베베타타타타와와와와    할할할할인인인인율율율율    베베베베타타타타의의의의    가가가가격격격격화화화화    검검검검증증증증

<표 6>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뉴스 프리미엄의 유의성 검증 결

과를 보여 주고 있다. 회귀식 (7), (8), (9)를 횡단면-시계열 통합 회귀분석으로 추정

한 결과로, 종속변수는 검증 월 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의 월별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이고, 독립변수는 검증 월 전의 36개월 자료에 의해 추정한 포트폴리오 시장 

베타(),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 규모 요인 베타(), 
B/M 요인 베타()다. 패널 A는 25개 규모-B/M 포트폴리오에 의한 추정 결

과다. 먼저, 시장 베타의 위험 프리미엄은 유의적인 양(+)의 값이어서, 로그-선형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하 

CAPM)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패널 A의 식 (8)과 (9)의 추정 결과는 할인율 베타만 유의적인 양(+)의 프리

미엄을 가지고, 현금흐름 베타는 비유의적인 양(+)의 프리미엄을 가진다. 할인율 베

타는 가격화 되지만 현금흐름 베타는 가격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상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현

금흐름과 할인율 프리미엄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값이지만, 현금흐름 

프리미엄이 할인율 프리미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현금흐름 베타가 나쁜 베타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현금흐름 뉴스보다는 할인율 뉴스에 더욱 

민감하고 할인율 베타에 대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으로 보상 받기 때문에, 할인

율 베타가 오히려 나쁜 베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배당 정책의 중요성이 약하

고 높은 부채 비중으로 인해 금리에 민감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을 감안할 때, 할

인율 베타가 나쁜 베타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조정된 R2가 0.1%에 불과

하여 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떨어진다. 패널 B의 25개 베타 포트폴리오에 의한 추정 

결과는 패널 A와 매우 유사하여 할인율 베타라는 체계적 위험만이 가격화된다는 사

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표 6> 삽입

<표 7>은 식 (10)-(12)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정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시장 초과 수익률이 양(+)의 값이면 시장 상승기로, 음(-)의 값이면 시장 하락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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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패널 A는 25개 규모-B/M 포트폴리오에 의한 추정 결과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조정된 R2가 25% 수준으로 매우 커져서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는 것이다. 회귀식 (10)의 추정 결과를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기일 때 시장 베타의 

위험 프리미엄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고, 하락기일 때 시장 베타의 위험 프

리미엄은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Pettengill et al.(1995)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베타가 큰 주식들이 상승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상 받게 되고, 하

락기에는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회귀식 (11)과 (12)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

의 가격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규모 및 B/M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회귀식 (11)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할인율 베타는 상승기와 하락기에 각각 유의적인 양(+)과 음(-)
의 프리미엄을 가져서, 할인율 베타는 확실히 가격화되는 체계적 위험임을 알 수 

있다. 현금흐름 베타는 시장 상승기에만 유의적인 양(+)의 프리미엄을 가져서, 할인

율 베타 위험의 가격화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규모 및 B/M 요인을 설명

변수로 추가한 회귀식 (12)의 추정 결과를 보면, 할인율 베타는 여전히 유의적인 프

리미엄을 가지지만, 현금흐름 베타 프리미엄은 통계적 유의성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할인율 베타가 나쁜 베타임을 지지하는 결과다. 한

편, 규모 및 B/M 요인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회귀식의 조정된 R2가 회귀식 (11)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규모 및 B/M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5개 베타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패널 B의 검증 결과도 패널 A와 매우 유사

하다. 다만, 조정된 R2가 28%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시장 상승기에도 현금흐름 베타

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체적인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할인율 베타가 나쁜 베타고, 현금흐름 베타

가 좋은 베타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표 7> 삽입

6. 6. 6. 6. 결결결결론론론론

본 연구는 Campbell and Shiller(1988a,1988b)와 Campbell(1991)에 의해 개발

된 로그-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

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로그-선형 모형에 의한 주식의 시장 베타를 현

금흐름 베타와 할인율 베타로 분해하여 어느 것이 나쁜 베타인가를 검증하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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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기업들은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금리 변동에 취약하고 배당 정책의 중요성

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실증분석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으로부터 연

구가 시작되었다. 또한, 단 한 번의 횡단면 회귀분석으로부터 가격화 여부를 검증하

는 Campbell and Vuolteenaho(2004)의 방법론을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통합 회귀분

석으로 시정하였다.

실증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수익률 추정을 위한 벡터 자

기회귀 모형을 위해서, 3개의 주식시장 변수와 3개의 거시경제 변수를 내생변수로 

사용하여 적절하게 현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를 분해하였다. 둘째, Campbell and 
Vuolteenaho(1994)와 같이 할인율 베타가 현금흐름 베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

되는 것은 주식 수익률이 할인율 뉴스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횡단

면-시계열 통합 회귀분석에서 할인율 베타의 위험 프리미엄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할인율 베타가 나쁜 베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통합 회귀분석에서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

이 할인율 베타만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할인율 베타가 나쁜 

베타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Pettengill et al.(1995)의 

검증 모형이 조정된 R2를 0.1%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높여주어 모형의 신뢰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및 기업 환경의 관점에서 현

금흐름 뉴스와 할인율 뉴스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대해서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좀 더 확실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미국 연구들이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내생변수 선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국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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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 1> 1> 1> 여여여여러러러러    변변변변수수수수들들들들의의의의    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설설설설명명명명력력력력
이 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기업 특성 변수 및 거시경제 변수와, 이들의 국내 시장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변수 하단은 해당 변수들을 사용했던 연구들이다. 는 
시장 초과 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 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다.
기업 특성 변수 설명력
1. 주가/수익 비율  Campbell and Vuolteenaho(2004), Chen and Zhao(2009), Welch and        Goyal(2008).
2. 배당 수익률Campbell(1991), Campbell and Mei(1993), Chen and Zhao(2009), Welch and Goyal(2008).
3. 배당 성향  Campbell and Shiller(1998), Lamont(1998), Welch and Goyal(2008).
4. 배당금 및 수익 변화율 Lee(1998). 
5. 시장 수익률 변동성  Chen and Zhao(2009).
6. 가치 스프레드(Value spread)Campbell and Vuolteenaho(2004), Campbell et al.(2009), Chen and Zhao(2009), Khan(2008).
7.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Chen and Zhao(2009), Welch and Goyal(2008), Hecht and Vuolteenaho(2006), Pontiff and Schall(1998). 
8. 순자본 증가(Net Asset Expansion)Chen and Zhao(2009), Welch and Goyal(2008).
거시경제 변수 설명력
1. 인플레이션Campbell and Mei(1993), Patelis(1997), Chen and Zhao(2009).
2. 산업생산지수의 변화율Campbell and Mei(1993), Chen et al.(1986), Fama(1990), Hecht and Vuolteenaho(2006).
3. 신용 스프레드Chen and Zhao(2009).
4. 기간 스프레드Campbell and Vuolteenaho(2004), Khan(2008).
5. 장기 국채 수익률 Welch and Goyal(2008).
6. 원유 가격 변화율Driesprong et al.(2008), Sorensen(2009).
7. 대미 환율 변화율 Tudor(2012), Nija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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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2> 2> 2> 2> 벡벡벡벡터터터터    자자자자기기기기회회회회귀귀귀귀    모모모모형형형형의의의의    변변변변수수수수    선선선선택택택택    
이 표는 다양한 내생변수 선택에 의한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뉴스 분해 능력과 설명력을 보여준다. ER, B/M, LPER, LDIV, CAP, I_Growth, T_Spread, L_Yield, Ex_Chg, Oil은 각각 시장 초과 수익률, KOSPI의 B/M 비율, KOSPI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 KOSPI의 배당 수익률의 
자연로그 값, 순자본 증가(net asset expansion), 산업생산지수의 변화율, 기간 스프레드(term spread), 국민주택채권1종(5년) 수익률, 대미 환율 
변화율, 두바이유 가격 변화율이다. Std(NCF), Std(NDR), Cov(NCF,NDR), Corr(NCF,NDR)는 각각 현금흐름 뉴스의 표준편차, 할인율 뉴스의 표준편차, 
현금흐름과 할인율 뉴스의 공분산과 상관관계다. *, **, ***: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내생변수\모형 1 2 3 4 5 6 7 8 9 10
ER 0 0 0 0 0 0 0 0 0 0
기기기기업업업업    특특특특성성성성    변변변변수수수수::::
B/M 0 0 0 0 0 0 0 0 0 0
LPER 0 0 0 0 0
LDIV 0 0 0 0 0

CAP 0 0 0 0
거거거거시시시시    변변변변수수수수::::
I_Growth 0 0 0 0 0 0 0 0 0 0
T_Spread 0 0
L_Yield 0 0 0 0
Ex_Chg 0 0 0 0 0 0
Oil 0 0 0 0
Std(NCF) .0498 .0504 .0723 .0636 .0766 .0529 .0543 .0787 .0613 .0813
Std(NDR) .0644 .0648 .0717 .0869 .0871 .0607 .0607 .0741 .0853 .0845
Cov(NCF,NDR) .0001 .0001 .0021 .0027 .0034 .0000   -.0000 .0026 .0025 .0035
Corr(NCF,NDR) .0461** .0292** .3973*** .5036*** .5195*** .0148* -.0020 .4556*** .4750*** .5192***
조정된 R2 9.22% 6.32% 10.24% 12.91% 6.54% 8.95% 5.50% 9.36% 12.89%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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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3> 3> 3> 3> 선선선선정정정정된된된된    벡벡벡벡터터터터    자자자자기기기기회회회회귀귀귀귀    모모모모형형형형    변변변변수수수수의의의의    기기기기초초초초    통통통통계계계계량량량량
이 표는 시장 초과 수익률(ER), KOSPI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LPER), KOSPI의 B/M 비율(B/M), 산업생산지수의 변화율(I_Growth), 대미 환율 변화율(Ex_Chg), 두바이유 가격 변화율(Oil)의 
기초 통계량과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패널 A는 각 변수의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
차, 자기상관계수를, 패널 B는 동시적 및 1 시차 상관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괄호 안은 t-값이고, *, **, ***: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패널 A: 기초 통계량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자기상관

ERt -.0023 -.0057 .4713 -.3172 .0852 .0926(1.61)
LPERt 2.6760 2.6844 3.6481 1.8718 .3342 .9211(41.97)***

B/Mt .8732 .8547 1.4493 .5556 .1705 .8386(26.73)***

I_Growtht .0054 .0052 .0702 -.1109 .0223 -.0263(-.45)
Ex_Chgt .0013 .0002 .2623 -.1735 .0349 .1323(2.32)**

Oilt .0065 .0138 .4206 -.4429 .0942 .2138(3.80)***
패널 B: 상관관계        

ERt LPERt B/Mt I_Growtht Ex_Chgt Oilt
LPERt .1717(3.02) 1.0000     -     -     -    -***

B/Mt -.2438(-4.36) -.1593(-2.80)  1.0000     -     -    -*** ***

I_Growtht .0604(1.05) .1451(2.54) -.1019(-1.78)   1.0000      -    -*** *

Ex_Chgt -.2923(-5.31) -.1752(-3.09) .1880(3.32) -.0016(-.02)  1.0000    -*** *** ***

Oilt .1695(2.98) .1246(2.18) -.1326(-2.32) .1198(2.09) -.2170(-3.86)  1.0000*** ** ** ** ***

ERt-1 .0926(1.61) .1736(3.05) -.1949(-3.44) .1517(2.66) -.1458(-2.55) -.0043(-.07)*** *** *** ***

LPERt-1 -.0810(-1.64) .9211(41.97) -.1049(-1.83) .1079(1.88) -.0972(-1.69) .0754(1.31)* *** * * *

B/Mt-1 .1790(3.15) -.0959(-1.67) .8386(26.73) -.0679(-1.18) .0958(1.67) -.0708(-1.23)*** * *** *

I_Growtht-1 .1117(1.95) .1534(2.69) -.1496(2.62) -.0263(-.45) -.1157(-2.02) .2106(3.73)* *** *** ** ***

Ex_Chgt-1 .1525(2.67) -.1195(-2.08) .1001(1.74) -.2354(-4.20) .1323(2.32) -.1725(-3.03)*** ** * *** ** ***

Oilt-1 -.1287(-2.25) .0696(1.21) -.0777(-1.35) .1210(2.11) -.0657(-1.14) .2138(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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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4> 4> 4> 4> 벡벡벡벡터터터터    자자자자기기기기회회회회귀귀귀귀    모모모모형형형형의의의의    추추추추정정정정    결결결결과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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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다음 벡터 자기회귀 모형(     )의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시차는 1시차를 적용하였다. 

ER, LPER, B/M, I_Growth, Ex_Chg, Oil은 시장 초과 수익률, KOSPI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 B/M 비율, 산업생산지수의 변화율, 대미 
환율 변화율, 두바이유 가격 변화율이다. 괄호 안은 t값이고, *, **, ***: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ERt-1     LPERt-1     B/Mt-1   I_Growtht-1   Ex_Chgt-1      Oilt-1  조정된 R2   F값

ERt .2007(3.41) -.0169(-1.17) .0941(3.31) .5384(2.55) .3349(2.35) -.1038(-2.03) 9.22% 6.11*** *** *** ** **

LPERt .1685(1.83) .9301(41.45) .1051(2.36) .3967(1.20) .3552(1.59) -.1469(-1.84) 85.87% 306.79* *** ** *

B/Mt -.0181(-.26) .0150(0.90) .8475(25.89) -.5309(-2.19) -.2469(-1.50) .0545(.92) 70.70% 122.43*** **

I_Growtht .0206(1.29) .0040(1.03) -.0001(-.01) -.0478(-.83) -.1204(-3.11) .0154(1.11) 5.30% 3.81***

Ex_Chgt -.0396(-1.57) -.0046(-.74) .0077(.63) -.1539(-1.70) .0875(1.43) -.0030(-.13) 2.61% 2.34*

Oilt -.1090(-1.65) .0035(0.21) -.0114(-.35) .8088(3.42) -.4263(-2.67) .1689(2.95) 8.88% 5.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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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5> 5> 5> 5> 현현현현금금금금흐흐흐흐름름름름    베베베베타타타타와와와와    할할할할인인인인율율율율    베베베베타타타타
이 표의 패널 A와 B는 각각 식 (5)와 (6)의 추정 결과다.                                                       (5)                              (6)
Rp,t는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Rf,t는 월별 무위험 이자율, nCF와 -nDR는 각각 스케일을 
조정한 현금흐름 및 할인율 뉴스를 의미한다. RSMB와 RHML은 Fama-French의 규모 요인과 B/M 요인이다. 각 패널은 기업 규모와 B/M 요인에 의해 구성한 25개 포트폴리오의 현금
흐름 베타( CF)와 할인율 베타( DR)의 추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B1은 장부/시장가치 비
율이 가장 낮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B5는 장부/시장가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의 포트
폴리오를 나타낸다. S1은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S5는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나타낸다. SMB와 HML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SMB와 HML값은 
나타내지 않았다. 괄호 안은 t값이고,  *, **, ***: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패널 A: 현금흐름과 할인율 뉴스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 

패널 A-1: 현금흐름 베타 ( CF)    
구분     B1    B2     B3     B4     B5 B5-B1
S1 .3970(9.36) .4361(8.83) .4553(8.89) .4800(7.38) .4783(6.67) .0813(.97)*** *** *** *** ***

S2 .3616(10.04) .4082(11.14) .4321(11.36) .4563(9.83) .4205(7.84) .0589(.91)*** *** *** *** ***

S3 .3320(10.85) .4059(12.38) .4469(12.52) .4494(11.94) .4639(11.05) .1319(2.54)*** *** *** *** *** ***

S4 .3626(11.75) .3848(12.34) .4201(13.76) .4458(12.85) .5376(13.87) .1750(3.53)*** *** *** *** *** ***

S5 .3205(13.54) .4166(16.36) .4083(16.45) .4546(16.50) .5363(16.64) .2158(5.39)*** *** *** *** *** ***

S5-S1 -.0765(-1.57) -.0195(-.35) -.0470(-.82) -.0254(-.36) .0580(-.73)
패널 A-2: 할인율 베타 ( DR)

구분     B1    B2     B3     B4     B5 B5-B1
S1 .3461(6.39) .3879(6.15) .4149(6.34) .4040(4.86) .3411(3.72) -.0050(-.04)*** *** *** *** ***

S2 .4115(8.95) .3924(8.38) .4590(9.44) .4401(7.42) .4628(6.76) .0513(.62)*** *** *** *** ***

S3 .4320(11.06) .5213(12.45) .4921(10.79) .5467(11.37) .5032(9.39) .0712(1.07)*** *** *** *** ***

S4 0.5047(12.81) .5190(13.04) .5524(14.17) .5688(12.83) .6259(12.65) .1212(1.92)*** *** *** *** *** *

S5 .5326(17.62) .6033(18.55) .5922(18.67) .6195(17.60) .6603(16.05) .1277(2.50)*** *** *** *** *** **

S5-S1 .1865(3.01) .2154(3.03) .1773(2.43) .2155(2.39) .3192(3.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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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B: 현금흐름과 할인율 뉴스 및 규모와 B/M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

패널 B-1: 현금흐름 베타 ( CF)
구분     B1    B2     B3     B4     B5  B5-B1
S1 .4260(12.94) .4155(12.78) .4120(12.56) .3882(10.35) .3338(7.95) -.0922(-1.72)*** *** *** *** *** *

S2 .4128(12.27) .4139(13.52) .4229(13.39) .4213(12.06) .3023(8.86) -.1105(-2.31)*** *** *** *** *** **

S3 .3627(11.69) .4188(12.69) .4378(12.58) .4188(11.92) .3521(11.02) -.0106(-.23)*** *** *** *** ***

S4 .3774(11.61) .3896(12.08) .3944(12.53) .3834(11.28) .4228(12.44) .0454(.96)*** *** *** *** ***

S5 .3374(13.72) .4155(15.33) .3753(14.57) .3915(14.46) .4292(15.26) .0918(2.45)*** *** *** *** *** **`

S5-S1 -.0886(-2.15) .0000(.0004) -.0367(-.88) .0033(.0709) .0954(1.89)** *

패널 B-2: 할인율 베타 ( DR)
구분     B1    B2     B3     B4     B5  B5-B1
S1 .5357(12.63) .5864(14.01) .6004(14.22) .6106(12.65) .5097(9.43) -.0260(-.37)*** *** *** *** ***

S2 .5460(12.61) .5265(13.36) .5847(14.37) .5889(13.09) .5630(12.81) .0170(.27)*** *** *** *** ***

S3 .5068(12.69) .5945(14.00) .5648(12.61) .6160(13.62) .5212(12.67) .0144(.25)*** *** *** *** ***

S4 .5430(12.97) .5668(13.65) .5650(13.94) .5581(12.75) .5721(13.07) .0291(.48)*** *** *** *** ***

S5 .5229(16.51) .5915(16.95) .5694(17.17) .5613(16.10) .5743(15.86) .0514(1.06)*** *** *** *** ***

S5-S1 -.0128(-.24) .0051(.09) -.0310(-.57) -.0493(-.82) .06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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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6> 6> 6> 6> 통통통통합합합합    회회회회귀귀귀귀분분분분석석석석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가가가가격격격격화화화화    검검검검증증증증
이 표는 식 (7)-(9)의 추정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7)
                                          (8)
                      (9)
종속변수는 검증 월이 속한 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의 월별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Rp,t-Rf,t)이고, 독립변수는 검증 월 전의 36개월 자료에 의하여 추정한 포트폴리오 시장 
베타( M,p), 현금흐름 베타( CF,p)와 할인율 베타( DR,p), 규모 요인 베타( SMB,p), B/M 요인 
베타( HML,p)다. 패널 A는 25개 기업 규모와 B/M에 의해 구성된 25개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정 결과고, 패널 B는 p의 크기에 따라 구성된 25개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정 결과다. 
추정된 상수항은 표시하지 않았다. 괄호 안은 t값이고, *, **, ***: 10%, 5%, 1%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1      2     3     4     5  조정된 R2
패널 A: 25개 규모-B/M 포트폴리오의 경우

(7) .0172 0.10%(2.75)***

(8) .0157 .0151 0.06%(1.27) (2.04)**

(9) .0073 .0267 -.0013 .0044 0.08%(.53) (2.60)*** (-.57) (1.61)
패널 B: 25개 p 포트폴리오의 경우

(7) .0161 0.10%(2.72)***

(8) .0003 .0231 0.11%(.02) (2.98)***

(9) -.0045 .0235 -.0100 -.0015 0.14%(-.34) (2.55)*** (-3.0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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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7> 7> 7> 7> 시시시시장장장장    상상상상황황황황별별별별    횡횡횡횡단단단단면면면면    회회회회귀귀귀귀분분분분석석석석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가가가가격격격격화화화화    검검검검증증증증
이 표는 식 (10)-(12)의 추정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횡단면 모형은 다음과 같다.
                                                                                             (10)
                                                                      
(11)
                                                (12)
종속변수는 검증 월이 속한 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의 월별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Rp,t-Rf,t)이고, 독립변수는 검증 월 전의 36개월 자료에 
의하여 추정한 시장 베타( M,p), 현금흐름 베타( CF,p)와 할인율 베타( DR,p), 규모 요인( SMB,p), B/M 요인 베타( HML,p)다. 시장 초과 수익률이 
양(+)의 값을 가지면 시장 상승기로, 음(-)의 값을 가지면 시장 하락기로 하였다. 은 더미변수로서 상승기 때 1이고, 하락기 때 0이다. Up은 
상승기 때의 베타에 대한 회귀계수고, Down은 하락기 때의 베타에 대한 회귀계수다. 패널 A는 25개 기업 규모와 B/M에 의해 구성된 25개 포
트폴리오에 대한 추정 결과고, 패널 B는 p의 크기에 따라 구성된 25개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정 결과다. 추정된 상수항은 표시하지 않았다. 
괄호 안은 t값이고, *, **, ***: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조정된 R2
  

 
     

      
패널 A: 25개 기업 규모와 B/M 포트폴리오의 경우 
(10) .0738 -.0537 24.55%(13.25)*** (-9.51)***

(11) .0273 -.0131 .1037 -.0853 24.99%(2.12)** (-1.06) (11.84)*** (-10.41)***

(12) .0100 .0026 .1267 -.0701 .0033 -.0016 24.19%(0.66) (0.17) (11.37)*** (-6.17)*** (1.78)* (-.69)
패널 B: 25개 p 포트폴리오의 경우

(10) .0705 -.0561 27.85%(13.71)*** (-10.73)***

(11) .0073 -.0172 .1122 -.0903 28.51%(.59) (-1.43) (12.7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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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091 -.0112 .1120 -.0747 -.0021 -.0085 27.79%(0.67) (-.77) (11.46)*** (-7.33)*** (-.73)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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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 1> 1> 1> 미미미미국국국국과과과과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의의의의    주주주주식식식식시시시시장장장장    배배배배당당당당    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및및및및    시시시시장장장장    금금금금리리리리
이 그림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배당 수익률 및 시장 금리 시계열을 보여 주고 
있다. 패널 A는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을, 패널 B는 미국의 1년 만기 T-Bill 수익률과 우리나라의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보여준다. 점선으로 표시된 
배경 부분은 본 연구의 검증 기간을 나타낸다.   
패널 A: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배당 수익률

패널 B: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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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
<<<<표표표표    A> A> A> A> 4444개개개개    내내내내생생생생변변변변수수수수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VAR VAR VAR VAR 추추추추정정정정    결결결결과과과과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시시시시장장장장    상상상상황황황황별별별별    횡횡횡횡단단단단면면면면    회회회회귀귀귀귀분분분분석석석석    결결결결과과과과

이 표는 벡터 자기회귀 모형의 내생 변수가 시장 초과 수익률, KOSPI 주가/수익 비율의 자연로그 값, KOSPI의 B/M 비율, 산업생산지수 변
화율일 때의 현금흐름 및 할인율 뉴스를 이용한 식 (10)-(12)의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다. 
                                                                                           (10)
                                                                    
(11)
                                               (12)
종속변수는 검증 월이 속한 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의 월별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Rp,t-Rf,t)이고, 독립변수는 검증 월 전의 36개월 자료
에 의하여 추정한 시장 베타( M,p), 현금흐름 베타( CF,p)와 할인율 베타( DR,p), 규모 요인( SMB,p), B/M 요인 베타( HML,p)다. 시장 초과 수익
률이 양(+)의 값을 가지면 시장 상승기로, 음(-)의 값을 가지면 시장 하락기로 하였다. 은 더미변수로서 상승기 때 1이고, 하락기 때 0이
다. Up은 상승기 때의 베타에 대한 회귀계수고, Down은 하락기 때의 베타에 대한 회귀계수다. 패널 A는 25개 기업 규모와 B/M에 의해 구
성된 25개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정 결과고, 패널 B는 p의 크기에 따라 구성된 25개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정 결과다. 추정된 상수항은 표
시하지 않았다. 괄호 안은 t값이고, *, **, ***: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조정된 R2
  

 
     

      
패널 A: 25개 기업 규모와 B/M 포트폴리오의 경우 
(10) .0706 -.0545 23.96%(12.58)*** (-9.53)***

(11) .0176 .0076 .1179 -.1019 25.05%(1.38) (.61) (13.16)*** (-11.96)***

(12) .0304 -.0145 .1433 -.0849 .0045 -.0036 23.95%(1.87)* (-.92) (12.57)*** (-7.47)*** (2.33)** (-1.57)
패널 B: 25개 p 포트폴리오의 경우

(10) .0691 -.0552 27.26%(13.21)*** (-10.34)***

(11) .0158 -.0065 .1345 -.1154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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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0.53) (14.64)*** (-12.60)***

(12) .0254 -.0136 .1327 -.0910 .0001 -.0090 27.53%(1.67)* (-.93) (12.88)*** (-8.65)*** (0.05)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