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본 연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book value) 시가

총액(market value)의 비율 즉 B/M과 기업의 주가가 어

떠한 계를갖는지 분석한다. 특히 B/M이 낮은 소 성

장주(growth stock)의 경우를 심으로 분석한다.

선행연구는 B/M이 높은 가치주(value stock)를 심

으로 분석해왔다. Rosenberg, Reid & Lanstein[1], Fama

and French[2-4], Lakonishok, Shleifer and Vishny[5] 등

은 가치주가 유의 인 양(+)의 과수익률을 보임을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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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장주와 가치주의 과수익률을 비교 분석했다. 최근 성장주로 불리는 일부 정보기술(IT)주와 의약․바이오주가 가치

주에 비해 높은 과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는 성장주가 평균 으로 음(-)의 과수익률을 나타내며, 과수

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지닌 양(+)의 왜도(skewness)를 갖는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의 실증분석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된다. 흥미로운 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과수익률의 시계열이 서로

역(-)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 성장주 는 가치주에 계없이 PEG(=PER/ROE) 지표가 우량할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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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line have observed negative excess returns from investment of growth stocks on average. And a few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distribution of excess returns from growth stocks is not normal but positively sk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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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여겨지는 IT주나 제약․바이오주의 투자수익률

이 가치주보다 월등히 높은 상이 찰되었다.1) 본 연

구는 이러한 상이 일시 상인지 아니면 보편 인

상인지 여부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분석하기 해

성장주의 투자수익률의 행태를 가치주와 비교 분석한다.

성장주에 한 선행연구(Chen[6])는 일반 인 상과

달리 성장주가 평균 으로 음(-)의 과수익률을 보임을

보고한다. 이는 B/M이 낮은 성장주의 과수익률이 정

규분포가 아닌 양(+)의 왜도(skewness)를 갖는, 즉 왼쪽

이 뭉툭하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분포 형태를 보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Zhang[7]). 따라서 소수의 성장주

는 매우 높은 양(+)의 과수익률을 보이지만, 평균 인

과수익률은 음(-)의 값이 된다.

가치주가 양(+)의 과수익률을 보임을 찰한 국내

연구는 다수 있지만(Chang & Kim[8]; Kim & Lee[9];

Koh[10, 11]), B/M이 낮은 성장주의 투자수익률 행태를

실증분석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국내성장주연구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연구배경, 연

구주제, 공헌 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가치주와 성

장주의 과수익률에 한 이론 배경을살펴보고 연구

가설을 도출한다. 연구가설에 기 해 실증분석을 한

연구모형을 설계한 후, 가치주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과수익률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2. 적 배경과 연 가설

2.1 가치주에 대한 선행연

가치주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 를 명확히 하기 해 B/M이 높은 주식을 가치주로

정의한다. 가치주에 한 선행연구는 매우 많지만, 다음

과 같은 표 인 4개의 연구를 연 순으로 살펴보자.

Rosenberg, Reid & Lanstein[1]은 B/M이 높은주식의

월평균 과수익률이 유의 인 양(+)의 값을 나타냄을

미국 증권시장에서 1980년～1984년의 기간 동안 1,400개

의 기업을 분석해 찰했다. 그들은 이러한 찰결과

를 근거로 효율 시장 가설의 실증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월 의 B/M 정보를 기 로 주식에 투자할

1) 매일경제 2018년 1월 12일, 「성장주 시 물고 소형 가

치주의 한해 될 것」.

경우, 한 달 후 유의 인 양(+)의 과수익을 올릴 수 있

으므로, 주가가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효율 시장 가설

의 타당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후 효율 시장 가설의 옹호자인 Fama &

French[2-4]도 B/M이 높은 주식에 투자할 때 1년 후의

과수익률이 유의 인 양(+)의 값을나타냄을 찰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B/M이 높은 기업이 재무 는

업활동 상의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험

리미엄이므로 효율 시장 가설의 타당성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Lakonishok, Shleifer & Vishny[5]는 B/M이 높

은 주식을 1년～5년 동안 보유할 때 B/M이 낮은 주식에

비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임을 찰했다. 그들은 이러

한 과수익률이 Fama & French가 주장한 험 리미

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왜냐하면 B/M이 높은 기업

들이 재무 는 업활동 상의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일시 악재에 과잉 반

응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결과로 B/M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Daniel & Titman[12]은 가치주의 과수익률이 Fama

& French가 주장하는 험 리미엄인지를 기업의 횡단

면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그들은 과수익률의 횡단면

상의 차이가 험에 한 리미엄이 아니라 단순히 기

업의 규모와 B/M이 유사한 기업들에 공통 으로 나타나

는 주가의 움직임이 반 된 결과라는 특성모형을 주장하

며 효율 시장 가설의 실증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치주의 과수익률이 험 리미엄 때문인지, 투자

자들의 과잉반응 때문인지, 아니면 개별 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해서는 재까지도 여 히 명확한 컨

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지만 확실한 은 수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치주가 지속 으로 유의 인 양(+)

의 과수익률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2.2 성 주에 대한 선행연

앞의 4 연구는 해석은 다르지만, 공통 으로 B/M이

높은 가치주의 과수익률이 양(+)의 값을 보인다는 실

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증권시

장에서 성장주로 불리는 B/M이 낮은 주식의 일부가 매

우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이는 상이 빈번히 찰된다.

만약 이러한 계가 지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다면, 투자

수익률이 B/M에 해 우상향의 선형 계가 아니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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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높은 U자 형태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선행연구는 성장주가 양(+)의 과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Lakonishok, Shleifer & Vishny[5]는 단순한 투

자자들이 정보기술주나 의약․바이오주처럼 성장 잠재

력이 높은 주식을 지나치게 과 평가해, 주가가 크게 상

승해 B/M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R&D 지출이 크지만,

보수 인 회계처리 기 으로 인해 상당액의 R&D 지출

이 무형자산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돼 재무제표 상

의 순자산가치가 낮아져B/M이낮아질수 있다. Penman

& Zhang[13]은 R&D나 고비에 한 보수 인 회계처

리 때문에 순자산의 평가액이 과소평가되는 상을 주식

시장이 인식하지 못함을 찰했다.

2.3 연 가설

Chen[6]과 Zhang[7]은성장주의 과수익률이 평균

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정규분포가 아닌 양(+)의 왜

도(skewness)를 갖는 분포 형태를 보인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성장주 과수익률의

행태를 가치주와 비교 분석하고, 그 분포가 양(+)의 왜도

를 갖는지 분석한다.

한 본 연구는 Mohanram[14]의 연구처럼, 성장주의

과수익률이 개별기업의 재무 특성에 따라차이가 있

는지 분석한다. Piotroski[15]가 과거 재무제표 정보를 이

용해 측정한 F-score를 이용해 가치주의 과수익률을

분석했듯이, Mohanram은성장주에 해 ROA, R&D, 자

본 지출, 고비 등 9개의 변수를 종합해 성장성 련

G-score를 측정해, G-score에 따라 표본 기업을 9개의

포트폴리오로 분류하고, G-score가 낮을수록 즉 성장성

이 낮을수록 과수익률이 낮아짐을 분석했다. 그는

G-score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과수익률

이 20.3%인 반면, G-score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는

-9.2%에 불과함을 찰했다.

본 연구는 Mohanram이 사용한 9개의 성장 련 지표

신 PEG 지표 즉, 기업의 수익성에 한 주식시장의 평

가를 나타내는 주가수익배수 PER(price earnings ratio)

를 분자로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척도로 이용되는 자본

이익률 ROE을 분모로 하여 측정한 PEG(price/earning

to growth) 값을 이용해, 성장주의 투자수익률이 개별 기

업의 PEG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PEG는

평가된 성장주를 식별하기 해 월스트리트의 문투

자자들 사이에 리 이용되는 지표다.

3. 연 형

3.1 본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01년～2016년 기간이다.

1998년에 발생한 외환 기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서, 이후 자본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폭 넓게 개방되고, 기업의 공시제도가 확충

되었으며, 소액주주 보호를 한 제도가 강화되었다. 따

라서 외환 기 후는 자본시장 제도에 질 차이가 있

으므로, 실증분석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해 외환 기

이후로 분석기간을 한정하 다. 한편 2000년은 1999년

부터 시작된 인터넷 닷컴 버블이 붕괴된 해로서 코스

닥 지수가 한 해 동안 2,925에서 565로 추락하 다. 따라

서 정상 인 분석을 해 2000년을 제외한 2001년부터

분석하 다.

표본기업은 한국 유가증권시장(KOSPI) 는 코스닥

(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 체를 상으로, 2017

년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년 ‘massive

download’를 사용해, 주가는 월 수익률을 재무제표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수집하고 이 에서 분석에 필요

한 자료가 있는 기업만을 최종 분석 상에 포함시켰다.

연도별 최종 표본기업 수는 900개～1,800개 사이 으며,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그 수가 증가했다. 한 표본기

업 수는 월별 는 포트폴리오별로 달라지는데, 다음에

설명할 B/M 기 으로 분류한 3개의 포트폴리오의 경우

포트폴리오당 300개～600개 사이 으며, 3개의 포트

폴리오를 각각 PEG 기 으로 다시 3개로 세분한 9개의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당 표본기업 수가 30

개～400개 사이로 찰되었다.

3.2 포트폴리  성 및 수 률 측정

본 연구는 B/M을 기 으로 3개의 상 포트폴리오를,

이후 3개의 상 포트폴리오별로 PEG를 기 으로 각각

3개씩 총 9개의 하 포트폴리오를 매월 에 구성해

B/M PEG와 투자수익률의 계를 분석하 다.

상 3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한 B/M의 측정방법

과 포트폴리오 구성방법은 선행연구에서 표 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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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Asness, Moskowitz & Pedersen[16]의 방법과 동

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즉 개별 기업의 B/M 크기순으로

체 표본의 상 30%를 가치주 포트폴리오, 하 30%

를 성장주 포트폴리오, 그리고 간 40%를 간주 포트

리오로 분류한다. 각포트폴리오는 직 6개월 의 순

자산을 직 월 마지막 날의 시가총액으로 나 B/M 값

을 기 으로 구성하고,2) 이후 매월 에 포트폴리오를

갱신한다.

포트폴리오의 월 수익률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기업의 월 수익률을 동일가 평균해 측정하 다. 가치가

평균이 아닌 동일가 평균을 사용한 이유는개별 기업

의 B/M 차이가 주식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기 함이다. 가치가 평균을 사용하면 소수 형주의

수익률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좌우되므로, 본

연구의 분석 목 에 합하지 않다.

한 가치주 수익률이나 성장주 수익률에 기업의 이

익창출력과 이러한 이익창출력이 주가에 반 된 정도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하기 해,3) 상 3개의 포트폴

리오를 개별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의 PEG 값에 따

라 각각 다시 3개의 하 포트폴리오로 세분해 최종 으

로 9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다.

PEG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업의 주가수익배수

(PER)를 자본이익률(ROE)로 나 값이다.

PEG = PER/ROE

PEG를 구하기 해 PER를 ROE로 나 까닭은 기업

의 성장성을 반 하기 함이다. ROE가 클수록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 PEG 값은 PER가 같더라도 ROE가 클수

록 작아진다. 결국 PEG 값이 작을수록 기업의이익과 성

장성에 비해 주가가 평가되어 있음을의미하므로 향후

주가의 상승 잠재력이 클 것으로 상된다.4)

B/M 값에 따른 3개의 포트폴리오를 PEG 값에 따라

각각 다시 3개로 다음과같이 세분한다. 직 4개 분기의

2)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재무제표를 분기마다 공시하기 때문에

6개월 공시자료가없는경우에는 7개월 , 7개월 도 없

는 경우에는 8개월 공시자료의 순자산을 사용했다.

3) Koh[11]는 가치 리미엄과 모멘텀 리미엄이 개별 기업의

PEG 값에 따라 횡단면상으로 차이가있음을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실증분석했다.

4) 단, 기업이 자를 보아 주당순이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분자

인 PER와 분모인 ROE 모두 음수가 되어 PEG가 양수가 된

다. 이 경우에는 PEG 값은 무의미하므로, 가장 열등한 PEG

그룹으로 분류한다.

주당순이익의 합이 0이하인 기업은 PEG 지표가 열등한

포트폴리오로 분류한다. 직 4개 분기의 주당순이익의

합이 0보다 크고 PEG 값이 1보다 큰 기업은 간 포트폴

리오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직 4개 분기의 주당순이

익의 합이 0보다 크고 PEG 값이 1 이하인 기업은 PEG

지표가 우량한 포트폴리오로 분류한다.

4. 성 주  가치주  투 수 률 석

4.1 연도별 투 수 률 석

Basu[17], Rosenberg, Reid & Lanstein[1], Fama &

French[2-4] 등의 연구는 가치주를 매수하고 성장주를

매도하는 헷징(hedging) 략의 투자수익률을 분석해,

평균 으로 가치주의 투자수익률이 성장주보다 높다는

실증 결과를 찰했다.

가치주 과수익률 는 리미엄5)을 가치주의 투자

수익률에서 성장주의 투자수익률을 차감해 측정하는 선

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가치주의 투자수익률에서

간주의 투자수익률을 차감해 가치주 리미엄을 측정한

다. 한 성장주 리미엄도 성장주의 투자수익률에서

간주의 투자수익률을 차감해 측정한다. 이는 가치주,

간주, 성장주의 투자수익률이 B/M에 해 선형 계

는 U자 형태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함

이다.

<Table-1>에 성장주, 간주, 가치주 포트폴리오의

연도별 투자수익률과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측정한 성

장주 리미엄과 가치주 리미엄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

를 요약했다. 각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1

월～12월의 월평균 투자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측정했다.

2001년～2016년의 16년 동안 성장주 (1)의 연평균 투

자수익률이 가치주 (3)의 연평균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해는 2011년, 2014년, 2015년 3년이었다. 나머지 13년은

모두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높았다.

성장주가 간주보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높았던 해는

2001년, 2011년, 2014년, 2015년의 4년에 그쳤다. 한편, 가

치주의 경우 16년 모두 간주보다 높았다.

이러한 찰결과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첫

째, 최근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두드러진 상인 성장주

붐은 보편 인 상이 아니며 1999년과 2000년의 닷컴

5) 이후에는 리미엄을 과수익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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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nual returns and premium of growth 

stocks and value stocks (%)

year

Portfolio returns Growth

premium

(1)-(2)

Value

premium

(3)-(2)
Low

B/M (1)

Middle B/M

(2)

High B/M

(3)

2001 56.10 52.43 64.82 3.67 12.39

2002 -39.65 -11.56 5.25 -28.09 16.81

2003 7.61 18.98 20.20 -11.37 1.22

2004 -7.52 5.33 24.92 -12.85 19.59

2005 66.64 99.51 102.52 -32.87 3.01

2006 -12.33 -5.01 14.80 -7.32 19.82

2007 20.16 31.26 41.36 -11.10 10.10

2008 -56.70 -48.16 -36.33 -8.53 11.83

2009 56.36 65.61 74.17 -9.25 8.55

2010 7.09 16.69 35.95 -9.59 19.26

2011 9.85 2.05 5.60 7.79 3.54

2012 -1.87 17.60 27.04 -19.47 9.44

2013 -2.45 13.47 14.34 -15.92 0.87

2014 18.43 9.49 17.85 8.94 8.36

2015 42.39 34.95 34.99 7.44 0.05

2016 -10.45 12.29 20.31 -22.74 8.02

mean 9.60 19.68 29.24 -10.98 9.55

버블이후 거의 1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이례 인 상이

다. 둘째,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의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B/M이 높은 가치주가 B/M이

낮은 성장주보다 평균 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았다.

4.2 월평균 투 수 률  행태 석

성장주, 간주, 가치주 포트폴리오의 월평균 투자수

익률과 가치주와 성장주 리미엄의 월평균 자료를

<Table 2>에 요약했다. 앞의 연평균 투자수익률과 마찬

가지로, 월평균 투자수익률도 성장주는 0.91%로서 가치

주의 2.49%는 물론 간주의 1.68%보다 낮았다. 따라서

월평균 투자수익률이 B/M에 비례해 증가함을 찰할 수

있다.

성장주 리미엄은 월평균 -0.77%로 유의 인 음(-)

의 값으로 찰되었다. 한편 가치주 리미엄은 국내외

의 선행연구와 일 되게 월평균 0.81%로 유의 인 양(+)

의 값으로 찰되었다.

성장주 리미엄의 왜도(skewness)는 2.869로서 가치

주 리미엄의 왜도 0.008보다 훨씬 큰 양(+)의 값으로

찰되었다. 이는 성장주 리미엄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모습임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Zhang[7]

의 분석결과와도 일 된다. 한편 가치주 리미엄은 왜

도가 0.008로서 0의 값에근사해 칭 인분포를 이루고

Table 2. Behavior of monthly returns of growth 

and value portfolios. (2001-2015 years,

180 months)

A. Portfolios

(1) (2) (3)

low

B/M

mid

B/M

high

B/M
(1)-(2) (3)-(2)

mean (%) 0.91 1.68 2.49 -0.77 0.81

std. dev. 9.27 7.75 7.42 3.15 2.48

t-value 1.32 2.91 4.49 -3.28 4.36

pr>|t| 0.189 0.004 0.001 0.001 0.001

skewness 2.869 0.008

kurtosis 23.545 4.164

(1) : growth stocks

(3) : value stocks

(1)-(2) : growth premium

(3)-(2) : value premium

Table 3. Pearson correlation between value premium

and growth premium. (2001-2015 years, 

180 months)

Holding periods n r prob>|r|

1 month 180 -0.3386 <.0001

3 months 180 -0.3177 <.0001

6 months 180 -0.2328 <.0001

9 months 180 -0.3607 <.0001

12 months 180 -0.4326 <.0001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주 리미엄과 가치주 리미엄의 월별 시계열자

료의 Pearson 상 계를 분석해 <Table 3>에 요약했

다. 각 포트폴리오를 1개월 동안 보유했을 경우 두 리

미엄의 상 계수는–0.3386으로 유의수 1%에서 음(-)

의 값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트폴리오의 보유기간을 3, 6,

9, 12개월로늘릴 경우에도두 리미엄은 여 히유의

인 역(-)의 상 계를 보 다. 이는 상 으로 가치주

가 우세한 기간과 성장주가 우세한 기간이 교 로 나타

남을 시사한다.

4.3 PEG 지 에 따른 투 수 률 석

본 연구는 Mohanram[14]의 G-score 신 PEG 지표

를 이용해 성장주, 가치주 간주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이 PEG 지표에 따라체계 으로 달라지는지 분석

했다. 만약 PEG 지표가 성장주 투자수익률의 횡단면 상

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성장주의 투자수익률이 나이 한

투자자들의 성장에 한 기 감만을 단순히 반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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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성장주 개별 종목의 이익창출능력과 주가와의

계도 반 한다는 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한 이는

PEG 지표라는과거 정보를 사용해 체계 인 과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효율

성이 제한 임을 시사하는 실증 증거가 될 것이다.

<Table 4> 패 A에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PEG 지표

에 따라 다시 3개의 하 포트폴리오로 세분한 후 각 포

트폴리오의 2001년～2016년 동안의 투자수익률을 요약

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PEG 지표가 우량할수록 성장

주 투자수익률이 높아짐을 찰할 수 있다. 성장주

PEG 지표가 열등한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1.13%에 불과한 반면, PEG 지표가 우량한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21.02%에 달했다. 이 차이는

t-value가 3.50으로서 1% 수 에서 유의 이다.

한편 가치주와 간주에 해서도 PEG 지표가 투자

수익률의 횡단면 차이를 체계 으로 설명하는지 분석했

다. <Table 4>의 패 C의 가치주 포트폴리오의 경우

PEG 지표가 우량한 포트롤리오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38.06%이고, 열등한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21.89%로써, PEG 지표가 우량한 그룹의 연평균 투자수

익률이 14.64%나 높았으며, 이 차이는 t-value가 7.99로

서 1% 수 에서 유의 이다.

패 B의 간주 포트롤리오도 성장주나 가치주 포트

폴리오와 마찬가지로 PEG 지표가 우량한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열등한 포트폴리오보다 18.91%나

높게 찰되었으며, 해당 t-value가 4.22로서 1% 수 에

서 유의 이다.

이러한 찰결과는 성장주, 가치주, 간주 구분 없이

PEG 지표를 기 으로 투자할 경우 평균 으로유의 인

양(+)의 과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4 buy-and-hold 전략  투 수 률 석

이제까지 포트폴리오를 매월 갱신하는 연속갱신 포트

폴리오의 투자수익률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갱신한 포트

폴리오를 1개월 넘게 장기 보유하는 buy-and-hold 략

의 투자수익률을 살펴보자.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을수

록 정보가 주가에 신속히 반 되므로 buy-and-hold

략보다 연속갱신 략이 효과 일 것이다. 월 에 구성

한 포트폴리오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는 12개월

동안 보유할 경우의 성장주와 가치주포트폴리오의 과

수익률을 <Table 5>에 요약했다.

Table 4. Annual returns(%) of portfolios sorted 

by B/M and PEG

A. Low B/M (Growth)

year
Poor PEG

(1)

Middle

PEG (2)

Good PEG

(3)
(3)-(1)

2001 70.72 7.09 61.57 -9.15

2002 -81.71 -55.23 -0.03 81.68

2003 -33.16 12.94 26.55 59.71

2004 -22.50 -5.00 -0.90 21.60

2005 79.61 58.07 69.28 -10.33

2006 -23.83 -20.57 4.41 23.87

2007 -2.52 16.43 37.07 39.59

2008 -77.65 -49.35 -44.30 33.35

2009 56.39 53.76 58.41 2.02

2010 0.43 -1.91 20.47 20.04

2011 -1.67 8.43 16.71 18.39

2012 -13.54 -7.13 16.44 29.98

2013 -10.75 -5.79 15.46 26.21

2014 25.83 11.97 28.70 2.87

2015 61.68 34.13 29.42 -32.26

2016 -9.30 -11.41 -2.91 6.39

mean 1.13 2.90 21.02 19.62

t-value 3.50***

B. Middle B/M

year
Poor PEG

(1)

Middle

PEG (2)

Good PEG

(3)
(3)-(1)

2001 44.48 39.42 55.61 11.13

2002 -30.51 -21.25 4.61 35.12

2003 12.78 11.95 24.15 11.37

2004 -15.45 3.62 12.52 27.97

2005 99.97 91.67 104.69 4.72

2006 -22.49 -7.65 3.77 26.26

2007 19.83 23.14 47.14 27.31

2008 -73.93 -45.41 -37.74 36.19

2009 64.28 53.84 76.41 12.13

2010 10.33 5.19 27.84 17.51

2011 -12.78 -4.69 13.96 26.74

2012 10.58 14.57 27.26 16.68

2013 -2.43 12.26 32.78 35.21

2014 4.63 7.03 21.87 17.24

2015 47.07 31.38 31.00 -16.07

2016 12.09 8.68 25.06 12.97

Mean 10.53 13.98 29.43 18.91

t-value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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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igh B/M (Value)

year
Poor PEG

(1)

Middle

PEG (2)

Good PEG

(3)
(3)-(1)

2001 51.63 43.29 51.74 0.11

2002 -3.47 -3.43 19.22 22.69

2003 14.24 15.65 25.34 11.10

2004 36.66 12.17 28.53 -8.13

2005 103.88 99.02 103.87 -0.01

2006 -2.44 12.20 30.23 32.67

2007 24.32 36.32 68.15 43.83

2008 -54.00 -33.86 -19.50 34.50

2009 78.69 63.33 81.72 3.03

2010 6.71 17.85 43.57 36.86

2011 -9.43 2.90 17.46 26.89

2012 20.25 25.16 42.28 22.03

2013 4.04 16.17 28.93 24.89

2014 9.75 19.17 34.58 24.83

2015 42.49 30.67 32.50 -9.99

2016 26.87 18.69 20.68 -6.19

Mean 21.89 23.46 38.06 14.64

t-value 7.99***

t-values are based on monthly return data.

*** means significant at 1% level.

Table 5. Excess returns(%) of buy-and-hold strategy

(2001~2015 years, 180 months)

A. Growth premium(Low B/M–Middle B/M)

Holding periods (months)

1 3 6 9 12

total return -0.77 -2.96 -4.41 -7.98 -10.65

monthly return -0.77 -0.99 -0.73 -0.89 -0.89

t-value

(H0: rt=0)
-3.28 -7.94 -9.31 -12.87 -14.03

t-value

(H0: rt-rt-1=0)
- -0.97 2.55 -2.75 -0.01

B. Value premium(High B/M–Middle B/M)

total return 0.80 2.38 3.94 7.20 9.55

monthly return 0.80 0.79 0.66 0.80 0.80

t-value

(H0: rt=0)
4.36 7.87 10.38 14.10 15.69

t-value

(H0: rt-rt-1=0)
- -0.08 -1.77 2.42 -0.10

t-values are based on monthly return.

먼 패 A의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자. 성장

주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보유기간이길어질수록 보유

기간 동안의 총 과수익률이 증가하기는커녕오히려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과수익률이 -0.77%～

-0.99% 사이로 찰되었다. 이는 성장주의 이익이나

흐름이 미래에 실질 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Chen[6]

의 최근 연구와 일 되며, 조 으로 성장주의 흐

름이 미래에 지속 으로 증가한다는 Da[18]의 연구와는

일 되지 않는 결과이다.

한편 가치주 포트폴리오는<Table 5> 패 B처럼, 보

유기간 동안 과수익률이매월 0.66～0.80%씩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이는 평가된 가치주의 주가 회복

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Daniel, Hirshleifer &

Subrahmanyam[19]의 분석과 일 된다. 한 가치주의

경우 연속갱신 략보다 buy-and-hold 략이 효과 임

을 시사한다.

4.5 회귀 석

성장주 리미엄(GMM)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해 GMM을 종속변수로 하고, 시장 과수익률(RM-RF),

규모 리미엄(SMB), 가치 리미엄(HMM), PEG 리

미엄(SMW)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했다.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

GMM = B/M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월 투자수익률

에서 간 포트폴리오의 월 투자수익률을 차감.

RM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체의 동일가 평균

월평균 투자수익률.

RF = 무 험이자율.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의 월 수

익률. 한국은행 거시경제 지표 이용.

SMB = 체 표본을 시가총액 순으로 30%, 40%, 30%로

나 어, 규모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의 월 투자수

익률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의 월 투자수

익률을 차감.

HMM = B/M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의 월 투자수익률

에서 간 포트폴리오의 월 투자수익률을 차감.

SMW = 체 표본을 PEG 지표가 0<PEG≤1인 우량 그

룹, PEG>1인 간 그룹, 그리고 최근 4개 분기 동

안의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기업들로구성된열등

그룹으로 분류했다. 우량 그룹의 월 투자수익률에

서열등그룹의월투자수익률을차감해SMW 측정.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6>에 요약했다. 성장주 리

미엄 GMM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를 하나씩 추가

하면서 (1), (2), (3), (4) 4개의 회귀식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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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monthly growth 

premium GMM(%). (n=192 months for 

2001~2016)

Regression model

(1) (2) (3) (4)

intercept
-0.844

-3.74

-0.735

-3.11

-0.273

-1.16

0.460

2.13

RM-RF
0.890

0.45

0.065

0.33

-0.041

-0.22

-0.094

-0.60

SMB
-0.084

-1.51

-0.142

-2.68

-0.326

-6.59

HMM
-0.479

-5.45

-0.287

-3.71

SMW
-0.423

-8.80

Adj-R2 -0.004 0.003 0.134 0.384

F-value

(p-value)

0.20

0.652

1.24

0.293

10.84

<.0001

30.80

<.0001

Lower value of each cell is t-value.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monthly value 

premium HMM(%). (n=192 months for 

2001~2016)

Regression model

(1) (2) (3) (4)

intercept
0.806

4.57

0.964

5.29

0.755

4.34

0.653

3.37

RM-RF
-0.186

-1.21

-0.221

-1.45

-0.202

-1.43

-0.191

-1.35

SMB
-0.121

-2.82

-0.145

-3.60

-0.111

-2.24

GMM
-0.285

-5.45

-0.239

-3.71

SMW
0.062

1.20

Adj-R2 0.002 0.038 0.164 0.166

F-value

(p-value)

1.46

0.228

4.72

0.010

13.51

<.0001

10.52

<.0001

Lower value of each cell is t-value.

시장 과수익률 (RM-RF)은 GMM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회귀식 모두 (RM-RF)의 계

수추정치의 t-value가 -0.60～0.45 사이로 유의 수 에

미치지 못했다. 규모 리미엄 SMB는 회귀식 (3)과 (4)

에서 t-value가 각각 -2.68, -6.59로 유의 이었으며, 종

속변수인 GMM과역(-)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찰

되었다. 한편 가치 리미엄 HMM은 회귀식 (3)과 (4)에

서 알 수 있듯이 GMM과 유의 인 역(-)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찰되었다. 끝으로 PEG 리미엄 SMW는

매우 유의 인 수 에서GMM과 역(-)의 상 계를 갖

는 것으로 찰되었다. 요약하면 규모 리미엄, 가치

리미엄, PEG 리미엄이 성장주 리미엄의 결정에 유

의 인 역(-)의 계를 갖는 것으로 찰되었다. 즉 3

리미엄이 증가하면 성장주 리미엄이 감소했다.

참고로 가치 리미엄 HMM에 해서도 성장주 리

미엄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귀식을 추정해 그 결

정요인을 분석해 <Table 7>에 요약했다.

시장 과수익률 (RM-RF)은 4 회귀식 (1), (2), (3),

(4) 모두 HMM에 한 유의 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규모 리미엄 SMB는 회귀식 (2), (3), (4)에서 모두

HMM에 해 유의 인 음(-)의 계를 갖는 것으로

찰되었다. 이는 Fama & French[2,3]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SMB가 증가할수록

HMM이 감소했다. 성장주 리미엄 GMM은 회귀식 (3)

과 (4)에서 HMM과 유의 인 역(-)의 계를 갖는 것으

로 찰되었다. 끝으로 PEG 리미엄 SMW는 HMM과

정(+)의 계를 보 으나 유의 수 에는 미치지 못했다.

요약하면 가치 리미엄은 규모 리미엄 성장주

리미엄과 역(-)의 계를 갖는 것으로 찰되었다.

5. 약 및 결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찰되는 IT

주, 제약․바이오주 같은 성장주 열풍에 심을 갖고,

2001년 이후의성장주의 투자수익률을 가치주와 비교 분

석했다. 그 결과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높은 투자수익

률을 보인 기간은 2011, 2014, 2015년 3개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평균 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 다. 이러한 찰결과는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효율 시장 가설의 실증 타당성이 매우 제

한 임을 시사한다. 만약 그 지 않다면 가치주나 성장

주의 분류에 계없이 유의 인 과수익률이 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성장주의 투자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그 분포 형태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모습이기 때

문인 것으로 찰되었다. 즉 소수 성장주의 과수익률

은 매우 높지만, 부분의 성장주는 낮은 과수익률을

나타냈으며, 결과 으로 성장주의 평균 과수익률은 음

(-)의 값으로 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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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선행연구(Chen[6]; Zhang[7])의 결과와도 일 되며,

주식 투자수익률이 정규분포를 한다는 일반 인 가정과

어 나므로 련 실증분석 시 주의를 요한다.

한 성장주 과수익률과 가치주 과수익률이 서로

역(-)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찰되었다. 즉, 증권시

장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인기가 교 로나타나는 것으

로 찰되었다.

한편, 포트폴리오를 매월 연속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갱신한 포트폴리오를 3, 6, 9, 12개월 씩 보유하는 경우의

과수익률을 비교하 다.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경우 그

명칭과는 달리 buy-and-hold 략의 성과가 연속갱신

략에 비해 낫지 않았다. 이와 조 으로 가치주 포트폴

리오는 buy-and-hold 략의 투자성과가 연속갱신 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된 가치주의 가치 회복

이 서서히 이루어진다(under reaction)는 행태이론의

측과 일 되며, 효율 시장 가설과는 일 되지 않는 결

과다.

끝으로 PEG 지표에 따라 투자수익률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했는데, 성장주와 가치주는 물론 간주 포트폴

리오의 경우에도 PEG 지표가 우량할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았다. 이는 가치주에 한 buy-and-hold 략의 유효

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효율성이 제한 임을

시사하는 실증 증거로써 향후 이에 한 심도 있는 연구

가 요망된다.

한편, 본 연구는 행태이론(behavioral theory)의 측

과 일 되는 다수의 실증 결과를 찰하 지만, 행태이

론에 입각한 정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지못했다는 한계

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의사결정자가 합리

이라는 제에 기 한 통 인 경제학과 재무학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이 제한 임을 제로 하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융합한 복합 인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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