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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o understand the underperformance of actively managed equity funds in Korean mar-
kets, we examine whether fund managers hold relatively over-priced stocks. To this end, we 
combine th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10 well-known anomalies to construct the implied 
mispricing measure for each stock and define it as the stock’s A-score. On a fund level, we 
then construct the value-weighted average of the A-score decile ranks of individual stocks 
and define it as the investing measure. A fund with a high (low) investing measure means 
that it holds relatively undervalued (overvalued) stocks. Ou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
lows. First, on average, active funds do not hold undervalued stocks compared to bench-
marks. Second, despite the underperformance of active funds, a subset of such funds persis-
tently holds undervalued stocks. Third, our investing measure has a strong forecasting pow-
er regarding future performance. Funds with the highest 20% of the investing measure out-
perform those with the lowest 20% by an annualized four-factor alpha of 3.24%,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erformance of active funds 
may be improved by exploiting stock market anoma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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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보고된 이상현상에 기반하여 국내 주식형펀드의 저성과 원인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주식 수익률의 차이를 야기하는 10개 변수를 통해 개별 주식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A-Score로 정의하였다. 둘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A-

Score를 이용하여 개별 펀드의 지표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펀드의 Investing measure로 정의하였다. 

Investing measure가 높은(낮은) 펀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고평가)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액티브펀드의 우월하지 못한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Investing measure는 

미래 액티브펀드의 성과에 대한 예측력을 보유하는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높은 20%의 펀드 그룹은 그 지표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CAPM 알파는 월 0.33%(연 3.96%), 그리고 

4요인 알파는 월 0.27%(연 3.24%) 높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식시장의 이상현상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경우 액티브펀드의 성과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핵심 단어 : 액티브펀드, 이상현상, 팩터투자, 가격오류, 시장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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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식형 펀드의 성과 및 성과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재무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 학문적으로는 시장효율성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실무

적으로는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자산운용업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Jensen(1968)의 연구를 시작으로 해외 및 국내시장에서 

주식형 펀드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미국시장의 연구들은 대부분 

주식형 펀드의 성과가 벤치마크에 비해 우월하지 못함을 보고하고 있다(Grinblatt and 

Titman, 1989; Wermers, 2000; Kacperczyk et al., 2005; French, 2008; Cremers and 

Petajisto, 2009; Busse et al., 2013).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의 최근 연구결과들도 주식형 

펀드의 저성과를 보고하고 있다(Yoo and Kim, 2012; Ha, 2014).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식형 펀드의 저성과를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들은 대체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과 

정보 우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들이 

초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단순히 시장 효율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식형 펀드의 저성과 현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상

현상(anomaly)을 이용하여 펀드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상현상은 시가총액,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 과거수익률, 변동성, 수익성 등의 기업 특성변수들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사이에 유의미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현상을 야기하는 기업의 특성변수들을 활용하여 펀드 매니저의 보유종목을 분석

한다면 펀드의 성과 원천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상현상을 야기하는 특성변수들은 

개별 주식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식형 펀드의 

저성과는 이상현상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시장에서는 최근 이러한 방식으로 주식형 펀드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li et al.(2008, 2014)은 미국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발생액 

이상현상(accrual anomaly) 및 이익발표 후 잔류현상(post earnings announcement drift)에 

기반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delen et al.(2016)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이상현상에 의해 고평가된 것으로 판정하는 주식들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주식형 펀드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주식시장의 이상현상을 이용하여 주식형 펀드의 성과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저성과 원인이 이상현상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주식들을 보유했기 때문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식형 펀드는 결국 개별 주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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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성과를 개별 종목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측면에서 살펴보는 본 연구는 액티브펀드의 성과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상현상은 시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이상현상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때마침 국내시장에서도 

서로 다른 수익률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특성변수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Ko and Kim, 2009, 2014; Kim et al., 2018; Yoon et al., 2017),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형 펀드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현상들이 개별 주식들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위험 프리미엄이 아니라 가격오류(mispricing) 

때문에 발생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들이(Stambaugh et al., 2012; Stambaugh 

and Yuan, 2016) 이상현상의 일부가 가격오류로 인해 발생함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특정한 이상현상에 의존하여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상현상을 야기하는 특성변수

들은 평균적으로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분리할 뿐이며 이 기준은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개별 이상현상들은 주식의 저평가 여부에 대한 잡음(noise)이 포함된 신호로 

볼 수 있다. 또 서로 다른 이상현상들이 동일한 주식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고된 여러 이상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평가 또는 고평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잡음이 존재하는 신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독립적인 다수의 신호들을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성격이 상이한 다수의 이상현상에 대해 저평가 여부를 취합하여 개별 주식들의 저평가 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

에서도 하나의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Stambaugh 

and Yuan(2016)은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여러 이상현상들을 취합한 통합 가격오류 

측도(composite mispricing measure)을 구축하였으며, Jeon et al.(2017)은 이를 미국 주식형 

펀드 평가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설명하자면, 첫째, 국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식 수익률의 

차이를 야기하는 10개 변수를 종합하여 개별 주식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의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A-Score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Score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이라 가정한다. 둘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A-Score를 이용하여 개별 펀드의 

지표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펀드의 Investing measure로 정의하였다.
1) 
Investing measure가 

높은(낮은) 펀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고평가)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본 연구에서는 Jeon et al.(2017)이 미국 주식형 펀드의 연구에서 정의한 A-Score와 Investing 

measure를 국내시장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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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현상들을 취합한 A-Score가 개별 주식의 가격오류를 포착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A-Score가 가장 높은 10%의 주식을 매수하고 가장 낮은 10% 주식을 매도하는 

포트폴리오의 월 평균수익률은 2.77%(t-값=6.69)로 추정되었으며, Carhart(1997) 4요인 

알파도 월 2.46%(t-값=6.74)로 추정된 점,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상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Score에 따른 주식의 수익률 차이가 개별 기업특성에 따른 수익률 차이보다 월등하게 

크게 추정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A-Score가 높은 주식일수록 시장베타와 변동성은 

낮게 추정되었다. 다만, A-Score가 높은 주식은 소형주와 가치주로 드러났는데, 특히, A-Score가 

가장 높은 10% 주식의 시가총액은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A-Score가 높은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량과 유동성이 부족하였다. 이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의 이상현상에 

기반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KOSPI 200 지수 

또는 KOSPI 지수가 대부분 주식형 펀드의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펀드 매니저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주식에 대해 투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액티브펀드 전체의 Investing measure는 KOSPI 200 지수, 

KOSPI 지수, 그리고 패시브펀드의 Investing measure와 비교했을 때 일관되게 낮게 추정

되었다. Investing measure가 해당 종목의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임을 감안하면 

이것이 액티브펀드의 우월하지 못한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일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의 투자종목을 분석한 경우 벤치마크나 패시브펀드에 비해 액티브펀드가 

특정 운용스타일에 편중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펀드매니저가 주식

시장의 개별 이상현상에 기반한 투자도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높은 20%의 그룹(Q5)은 KOSPI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의 보유

비중은 높으며 고평가된 주식의 보유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그룹에 속한 

펀드가 1년 및 5년 후에도 같은 그룹에 머무를 확률은 각각 60%와 43%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 그룹(Q5)에 속한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용 공제 이전 CAPM 알파는 월 0.20%(t-값=2.14)로 추정되었다. 액티브펀드의 벤치마크가 

대부분 KOSPI 지수나 KOSPI 200 지수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Q5 그룹은 시장보다 우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4요인 알파는 월 0.08%(t-값=0.90)으로 

추정되어 기업규모요인, 가치요인, 모멘텀요인을 통제한 초과수익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Investing measure는 미래 액티브펀드의 성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Investing measure가 증가할수록 모든 성과지표들은 향상되었으며, 특히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높은 펀드 그룹은 그 지표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C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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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는 월 0.33%(연 3.96%), 그리고 4요인 알파는 월 0.27%(연 3.24%) 높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한편, 펀드의 수익률을 예측한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통제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도 펀드의 미래 성과에 대한 Investing measure의 회귀계수는 일관되게 

양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향후 

수익률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Investing measure는 액티브펀드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지표임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펀드의 저성과 원인을 종목선택능력과 마켓타이밍능력으로 분석

하였는데, 본 연구는 액티브펀드 매니저가 종목선택능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이유를 주식

시장의 이상현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적으로 국내 액티브펀드 매니저들이 다양한 이상현상에 기반한 팩터

(factor) 투자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문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상현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팩터 투자

전략의 유용성에 대해 잘 정립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실무

적으로는 단기간의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경력위험(career risk)을 지닌 펀드매니저가 벤치

마크와 괴리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장기간 보유하여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보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미래 펀드 수익률에 

대해서 Investing measure가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상현상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반

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은 특정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일정 비중이상의 벤치마크 종목 편입 

의무, 추적오차 한도 등과 같은 제약을 받으며, 이상현상에 의해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들은 대체로 소형주이거나 유동성이 낮아 이러한 투자제약에 의해 보유가 

어려울 여지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매니저가 당면한 제약이 액티브펀드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에서는 관련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연구의 자료 및 방법론을 제시하며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2. 관련문헌연구 및 시사점 

관련문헌은 주식시장의 이상현상에 대한 연구와 주식시장에서 보고된 이상현상을 이용한 

주식형 펀드의 분석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이상현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는 이상현상을 이용한 주식형 펀드의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이상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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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국한되어왔다. 본 장에서는 해외 및 국내시장의 관련문헌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살펴본다. 

2.1 미국시장에 대한 연구  

2.1.1 주식시장의 이상현상에 관한 연구  

Banz(1981)는 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의 수익률보다 높은 기업규모효과(size effect)를 

보고하였으며, Stattman(1980)과 Rosenberg et al.(1985)은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이 

높은 가치주의 수익률이 그 비율이 낮은 성장률의 수익률보다 높은 가치효과(value effect)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Jegadeesh and Titman(1993)은 과거 몇 달 동안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향후 몇 달 동안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모멘텀효과(momentum effect)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주식시장에서 알려진 가장 전통적인 이상현상이며 주식형 펀드의 운용스타일 전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이상현상이 보고되고 있는데 관련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이상현상이 보고되고 있는데, Titman et al.(2004)는 

비정상적인 자본투자(abnormal capital investment)가 높을수록 향후 주식 수익률이 낮아

짐을 보고하였으며, Cooper et al.(2008)은 총자산의 증가율(asset growth)이 높을수록 향후 

수익률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둘째, 발생액과 관련된 이상현상이 보고되었는데, Sloan(1996)은 

기업규모 대비 발생액의 크기가 낮았던 기업의 미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발견

하였다. 셋째,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이상현상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Fama and French 

(2006)는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이 유사한 기업의 경우에 총자산수익률(ROA) 또는 

자기자본수익률(ROE)이 높은 기업의 수익률이 우월함을 보고하였으며, Novy-Marx(2013)는 

자산대비 총수익(gross profits-to-assets)이 기업의 이익을 측정하는 더 좋은 측정치임을 

주장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수익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변동성과 

관련된 이상현상도 보고되었는데, Ang et al.(2006)은 비체계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향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변동성 효과를 발견하였다.  

2.1.2 이상현상을 이용한 주식형 펀드에 대한 연구   

Grinblatt et al.(1995)는 미국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가 모멘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약 77%의 펀드 매니저가 모멘텀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펀드에 비해 우월함을 보고하였다. 

Chan et al.(2002)은 주식형 펀드의 운용스타일이 벤치마크인 S&P500 지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주와 과거승자주(past winner)에 투자하는 경향을 발견

하였다.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이상현상이 보고됨에 따라 최근에는 이를 이용한 펀드 시장의 분석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li et al.(2008)는 펀드 매니저들이 Sloan(1996)에 의해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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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액 이상현상에 기반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발생액 이상현상에 기반한 

투자전략이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현상을 이용한 투

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Tice and Zhou(2011)는 Piotroski(2000)가 

개발한 F-score를 이용하여 펀더멘탈이 강한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나눈 후 펀드 

매니저의 투자행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의하면, 펀드 매니저는 평균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펀드 매니저의 이러한 행위가 주식

시장의 이상현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Ali et al.(2014)은 펀드 매니저

들이 이익발표 후 잔류현상(post earnings announcement drift)에 기반한 투자전략을 구사

하고 있지만 펀드 매니저들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은 높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Chen(2015)과 

Akbas et al.(2015)는 주식형 펀드로의 순유입이 주식시장의 가격오류(mispricing)를 악화

시키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Jeon et al.(2017)은 주식시장에서 제기된 15개의 이상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형 펀드의 운용스타일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개별 주식에 대하여 15개의 이상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해당 주식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유무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펀드로 

적용하여 펀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의하면, 

미국 주식형 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주식형 펀드가 평균적으로 벤치마크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과 일치함을 주장하였다.  

2.2 국내시장에 대한 연구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이상현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효과는 존재하지만(Ko and Kim, 2007; Yun et al., 

2009), 2000년 이후의 자료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Eom, 2013; Lee and 

Jang, 2015). 둘째, 가치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 

가치효과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Kim, 2004; Ko and Kim, 2007). 셋째, 

모멘텀효과는 2000년 이후에 특히 강하게 나타남이 발견되고 있다(Eom, 2013; Lee and 

Jang, 2015).  

또한, 전통적인 이상현상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제기된 새로운 이상현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Yun et al.(2009)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회전율(turnover)은 주식

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Ko and Kim(2009)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액 이상현상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며 주로 차익거래위험이 높은 주식에서 이 

현상이 집중됨을 보고하였다. Ko and Kim(2014)은 장기적으로 고유변동성이 낮은 주식의 

수익률이 높은 주식의 수익률보다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이 현상은 2000년 이후의 기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Kim et al.(2018)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성 프리미엄이 

강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정보 불확실성 및 차익거래의 제한과 관련 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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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Yoon et al.(2017)은 11개의 이상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비중결정방식에 

따라 최적화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시가총액비중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와 시장전체 종목이 아닌 이상현상이 관측되는 

종목만을 대상으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초과수익률이 달성됨을 보였다.  

한편, 국내시장에서도 주식형 펀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펀드의 성과 및 성과지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펀드의 

성과가 우월하지 못한 이유를 주식시장의 이상현상과 관련 지어 살펴보므로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첫째, 국내 주식형 펀드시장에서도 이상현상과 관련된 연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전통

적인 이상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Lee and Jeon(2012)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대형주와 성장주 쏠림 현상이 KOSPI 200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에 기간스프레드와 부도스프레드를 추가한 5요인 모형을 

이용한 Yoo and Kim(2012)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펀드는 상대적으로 가치주와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의 연구들은 액티브펀드의 저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Yoo and Kim(2012)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는 KOSPI 지수에 

비해 수익률이 연 평균 0.13% 낮음을 보고하였으며, Ha(2014)는 액티브펀드가 패시브펀드에 

비해서 성과보수는 높지만 성과가 저조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Paek and Ko(2015)는 펀드 

매니저의 잦은 거래가 수익성의 악화와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다.  

2.3 시사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된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해외시장에서 발견된 새로운 이상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펀드시장에서 다양한 이상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티브펀드의 성과를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상현상은 사후적으로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개별 시장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르게 관찰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특정 시장에서 나타난 

이상현상이 다른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과 

한국 자본시장에서 관찰되는 이상현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관찰되었던 

이상현상이 점차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과거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이상현상이 

새롭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Kim and Lee(2018)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모멘텀 현상이 잘 관찰되지 않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모멘텀 현상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저성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Jeon et al.(2017)과 달리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가급적 최근 보고된 이상현상들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Ko(2011)의 제 4장에 매우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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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수익률을 가지는 기업의 특성변수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결국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발견된 이상

현상을 이용하여 액티브펀드의 운용스타일과 성과를 분석한다면 국내 액티브펀드의 성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표본 자료 및 주요 변수 

3.1 표본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FnGuide 펀드평가에서 

제공하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월별 포트폴리오 자료와 일별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였다. 월별 

포트폴리오 자료는 2001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이며, 일별 수익률 자료는 200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대유형이 국내주식형인 펀드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이 중 

<표 1> 국내 액티브펀드의 성과 

이 표는 국내주식형 액티브펀드, 시장지수, 패시브펀드의 수익률 및 수익률 차이를 나타낸다. 

펀드의 수익률은 매년 12개월 간 존속한 개별 펀드들의 복리화 된 연간 수익률을 연초의 순자산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최소 10개 이상의 개별 펀드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특정 해의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펀드의 수익률에 배당수익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KOSPI와 KOSPI 200의 수익률도 

배당을 포함한 전체수익률(total return)을 보고한다. 표의 마지막 두 행은 연간수익률을 산술 평균한 

평균 수익률과 전체기간 동안 복리화 된 누적수익률을 각각 나타낸다.  

(A) (B) (C) (D) (E) (F) (G) 

연도 
액티브펀드 

(%) 

KOSPI 

(%) 

KOSPI 200

(%) 

패시브펀드

(%) 
(A) - (B) (A) - (C) (A) - (D) 

2001 16.01 36.48 37.93  -20.47 -21.92  

2002 0.93 -8.03 -4.48  8.96 5.41  

2003 35.32 32.33 35.34 34.85 2.99 -0.02 0.47 

2004 5.87 14.37 13.94 10.64 -8.50 -8.08 -4.77 

2005 64.63 56.03 55.88 53.62 8.60 8.75 11.01 

2006 2.68 6.23 7.09 6.00 -3.55 -4.41 -3.32 

2007 44.50 34.62 33.61 32.53 9.88 10.90 11.98 

2008 -37.16 -39.30 -38.81 -37.62 2.14 1.65 0.45 

2009 56.00 51.91 52.49 54.02 4.09 3.51 1.98 

2010 20.87 23.58 24.62 24.98 -2.71 -3.75 -4.11 

2011 -12.17 -9.72 -10.70 -11.74 -2.45 -1.47 -0.43 

2012 8.74 10.68 11.64 11.99 -1.94 -2.90 -3.24 

2013 2.77 1.99 1.40 0.84 0.77 1.36 1.93 

2014 -3.05 -3.65 -4.92 -7.88 0.60 1.87 4.83 

2015 5.91 4.07 1.72 -0.39 1.83 4.18 6.29 

2016 -2.50 5.04 6.78 8.08 -7.53 -9.28 -10.57 

2017 21.02 23.91 25.74 31.93 -2.89 -4.72 -10.91 

평균 13.55 14.15 14.66 14.12 -0.60 -1.11 0.11 

누적수익률 477.41 542.51 591.82 404.26 -13.79 -21.4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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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분석 대상은 소유형이 액티브펀드
3)
인 펀드들이다. 국내 액티브펀드 시장을 대표하는 

펀드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표본 기간 동안 평균 순자산액이 50억 원 이상인 펀드들만 고려

하였다. 또한 해지되기 직전의 펀드 수익률에는 인위적인 수익률 조작이 많다는 Ko(2014)의 

지적에 따라, 해지된 펀드의 해지 직전 6개월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관측치가 있는 펀드들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끝으로 실제로 운용이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펀드 수익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펀드와 종류형 펀드는 제외하고 

모펀드와 일반펀드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은 표본 액티브펀드의 연도별 성과를 나타낸다. 비교를 위해서 KOSPI와 KOSPI 

200의 배당을 포함한 수익률, 그리고 패시브펀드의 성과도 함께 보고하였다.
4)
 전체 기간 

동안 액티브펀드의 성과가 시장대표지수나 패시브펀드에 비해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최근 2년간 액티브펀드의 성과는 

패시브펀드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각 해마다 펀드의 수, 순자산액, 교체매매 비중, 보수, 보유 주식 수 및 현금 

비율을 나타낸다. 교체매매 비중은 Paek and Ko(2015)와 유사하게 아래 식으로 계산하였다.  

 
, ,

j,t
, , 1 , ,

| |
  

( ) / 2
i j ti

i j t i j t

Holdings

TNA TNA−

Δ
=

+
∑

교체매매비중   (1) 

이때, , ,i j tHoldings 는 j 펀드가 t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i 주식의 시장가이며, 채권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Paek and Ko(2015)의 방법과는 다르게 분모에는 순자산액 

( )TNA 의 평균을 사용한다. 이는 주식보유 비중이 낮은 펀드의 교체매매 비중이 높게 추정

되는 것을 막아, 활발히 거래하는 정도를 더욱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체 

보수는 판매 보수, 운용 보수, 수탁 보수, 기타 보수를 모두 포함한다. 단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이한 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 펀드와 모자 펀드의 경우, 운용 포트폴리오가 같은 

펀드들의 보수를 순자산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대표되는 보수를 산출하였다. 순자산액의 

총합을 볼 때, 펀드의 규모가 2007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미국 발 신용위기로 인해 

2008~2009년에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 후 2010년도에 반등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반적으로 펀드의 수가 증가하고 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통해 펀드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개별 펀드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액티브주식일반, 액티브주식섹터, 액티브주식배당, 액티브주식중소형, 액티브주식테마, 액티브주식 

기타를 포함한다. 

4) 최소 10개 이상의 개별 펀드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특정 해의 수익률을 보고하였는데, 패시브펀드의 

경우에는 2001년과 2002년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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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액티브펀드의 기초 통계량 

이 표는 분석에 사용된 국내주식형 액티브펀드의 기초 통계값을 보고한다. 매년, 각 펀드별로 

마지막에 관측된 순자산액을 이용하여 평균 순자산액과 순자산액의 총합을 계산하였다. 교체매매 

비중은 월별 주식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 ,
j,t

, , 1 , ,

| |
  

( ) / 2
i j ti

i j t i j t

Holdings

TNA TNA−

Δ
=

+
∑

교체매매비중  

이 때, , ,i j tHoldings 는 j 펀드가 t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i주식의 시장가이다. 산출된 월간 교체매매 
비중을 이용해 연도별로 개별펀드의 평균 교체매매 비중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연도별 교체

매매 비중을 계산하였다. 전체 보수는 판매 보수, 운용 보수, 수탁 보수, 기타 보수를 모두 포함한 
값이다. 클래스 펀드와 모자 펀드의 경우, 운용 포트폴리오가 같은 펀드들의 보수를 순자산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보수를 계산하였다. 한편, 현금 비율과 보유 주식수는 12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연도 펀드 수 

순자산액 

(평균,  

백억원) 

순자산액 

(총합, 

백억원)

교체매매 

비중 

(%) 

전체  

보수 

(%) 

보유  

주식 수

(평균) 

보유 

주식 수 

(중위값) 

현금  

비율 

(%) 

2001 181 3.52 637.00 12.47 1.83 48.09 40.0 7.20 

2002 208 3.45 718.11 10.88 1.81 45.31 38.0 1.74 

2003 200 3.13 626.79 9.62 1.83 50.10 39.5 1.56 

2004 177 2.07 366.22 11.73 1.83 50.24 41.0 4.21 

2005 191 8.49 1,620.70 14.39 1.79 66.32 56.0 3.04 

2006 193 11.84 2,284.95 11.92 1.76 51.95 53.5 1.52 

2007 225 21.57 4,854.03 14.64 1.73 56.07 56.0 1.84 

2008 230 13.97 3,213.19 13.29 1.72 53.69 55.0 3.51 

2009 237 14.45 3,425.19 12.23 1.68 55.63 55.0 3.10 

2010 282 15.60 4,398.42 11.78 1.64 55.60 55.0 2.47 

2011 311 13.19 4,100.53 12.22 1.61 56.69 55.0 2.84 

2012 321 12.26 3,935.90 10.62 1.57 54.59 56.0 2.34 

2013 317 11.05 3,501.73 10.60 1.54 57.83 56.0 1.96 

2014 284 9.74 2,764.76 11.06 1.54 63.55 60.0 2.55 

2015 327 11.29 3,691.34 12.13 1.55 67.40 65.0 2.90 

2016 314 9.91 3,112.87 9.21 1.56 63.69 60.0 3.44 

2017 300 10.23 3,068.06 10.00 1.55 68.31 62.0 2.11 

평균 252.82 10.34 2,724.69 11.69 1.68 56.77 53.12 2.84 

한편, 국내 주식의 수익률 및 기업특성 관련 변수들은 FnGuide사의 DataGuide Pro를 

통해 확보하였다. 대상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 주식들이며 자본잠식 종목과 

금융/유틸리티 업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식 수익률은 FnGuide에서 제공하는 

배당을 고려한 총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가 극히 일부의 극단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위 0.001%와 하위 0.001%의 수익률을 가지는 관측치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무위험 수익률에 대한 대용치로는 통화안정증권 364일 물의 월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의 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년 

6월 말, 우선 주식들을 그 해 6월 말 시장가치에 따라 50/50%로 정렬하였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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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장규모 그룹에 속한 주식에 대하여 지난 회계연도 장부가치 대 지난해 12월 말의 

시장가치의 비율에 따라 30/40/30%의 세 그룹을 생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생성된 총 6개의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계산한다. SMB(Small Minus Big)는 회

사규모가 작은 3개와 큰 3개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의 차이이며, HML(High Minus 

Low)는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이 높은 2개와 낮은 2개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의 

차이로 정의한다. 모멘텀 요인도 가치 요인과 비슷하게 주식들을 2×3(기업규모×과거

수익률) 포트폴리오로 구축하여 계산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매달 과거수익률에 기반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였다. UMD(Up Minus Down)는 과거수익률이 높은 2개와 낮은 2개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의 차이이다.  

3.2 주요 변수 

3.2.1 개별주식의 가격 오류(Mispricing) 측정 

가격 오류란 시장 가치와 내재 가치 간의 괴리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특정 주식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보고된 수익률 이상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고평가 및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Yoon et al.(2017)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3>에서 정리된 총 10개의 이상현상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주식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발견된 이상현상의 일부는 가격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Stambaugh et 

al.(2012)의 관점과 일치한다. 

Yoon et al.(2017)의 연구는 가치주 효과, 모멘텀 효과, 신주발행 효과, 발생액 이상 효과, 

총자산증가율 효과, 순영업자산 효과, 비유동성 효과, 수익성 효과, 이익수익률 효과, 저변동성 

효과, 비체계적 위험 효과 등 11가지의 이상현상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자본시장

에서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기업규모 효과(Lee and Ok, 2015)를 

포함하고, Yoon et al.(2017)이 고려한 이상현상들 중에서 유사성이 있는 효과들은 중복해서 

고려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통합하였다. 예컨대 순영업자산 효과는 발생액 이상 효과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낮다. 수익성 효과와 이익수익률 효과 역시 

공통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주식 가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므로 통합하였다. 대신 미국 

주식형 펀드를 분석한 Jeon et al.(2017)이 고려하지 못한 유동성 효과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으며, 특히 거래량과 가격변화 사이의 관계로 측정되는 비

유동성과 거래활동 그 자체로 측정되는 유동성은 성격이 달라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여 Yoon et al.(2017)에서 고려하지 못한 거래회전율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상현상 중 일부는 문헌에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증적으로 특수한 수익률 패턴을 야기하는 모든 이상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요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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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론적으로 위험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컨대 CAPM은 시장요인이 위험요인

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다. 반대로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위험

요인과 가격오류를 구별하기 어렵다. 문헌에서 고려되는 대표적 위험요인인 Fama-

French의 3요인 역시 시장요인을 제외하면 최초에는 이론적 배경 없이 기존에 잘 알려진 

이상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소위 애드혹(Ad hoc) 위험요인에 불과했다. 물론 Zhang(2005)의 

연구와 같이 점차 대표적인 위험요인들에 대해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요인과 가격오류의 경계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Carhart의 4요인 역시 위험요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오류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이 요인들을 이상현상으로 포함시켰다. 물론 이들은 위험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알려진 위험요인들을 통제한 성과 역시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표 3> 이상현상 변수들의 설명 

이 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10개의 이상현상들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각 이상현상 변수의 

참고문헌과 변수의 설명을 나타낸다. 예상부호는 기존문헌에 기반한 변수와 수익률 사이의 예상

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는 해당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향후 수익률이 낮아야 함을 (＋)는 해당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향후 수익률이 높음을 각각 의미한다. 

이상현상 참고 문헌 변수 예상부호

기업규모(ME) Fama and French(2008) 기업의 시가총액 (－) 

가치(BM) Fama and French(2008)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의 비율 (＋) 

모멘텀(MOM) Jegadeesh and Titman 

(1993) 

최근 1달을 제외한 과거 12개월 간의 

수익률 

(＋) 

투자(AG) Cooper et al.(2008) 총자산의 증가율 (－) 

수익성(GPA) Novy-Marx(2013) 매출 총 이익 (＋) 

발생액(ACC) Hribar and Collins(2002)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차이  

(－) 

저변동성(TVOL) Ang et al.(2006)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 

비체계적 위험

(IVOL) 

Ang et al.(2006) Fama-French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

는 잔차의 변동성 

(－) 

거래회전율(TURN) Datar et al.(1998) 발행된 총 주식 중 거래가 된 비율 (－) 

비유동성(ILLQ) Amihud(2002) 단위거래량 당 가격변화 (＋) 

또한 주가지수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액티브펀드들은 사실상 CAPM의 

위험모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요인 외에 다른 위험요인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액티브펀드들은 다중요인 모형 하의 알파 대신 비시장 위험요인들에 대해 높은 

베타를 취하는 식으로 벤치마크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가지수 수익률과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 받는 액티브펀드의 입장에서는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이 

알파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비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노출에 의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설사 위험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액티브펀드들은 이를 수익률 제고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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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별 주식의 가격 오류로부터 주식 수준의 지표를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펀드 시장에서 Jeon et al.(2017)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이상현상들을 종합하여 저평가된 

주식들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고평가된 주식들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A-Score 

측정치(measure)를 식 (2)와 같이 계산하였다. 

 
10

i,t , ,1
A Score i k tk

Rank
=

− =∑   (2)  

이때, , ,i k tRank 는 이상현상 k를 기준으로 t시점 i주식의 순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각 이상

현상마다 독립적으로 주식들을 10분위로 정렬한 후 차례대로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부여

한다.
5)
 예상되는 수익률이 높은 (저평가된) 상위 10%의 주식은 +10점을 획득하며, 2분위에 

속하는 주식은 +9점, 그리고 하위 10%의 주식은 1점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이 상위 25% 속하여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높은 가치주로 분류되면 +8점을 보유한다. 10개의 특성에 대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을 통해 최종적인 A-Score를 산출한다. 특정 주식의 A-Score는 최대 

100점에서 최소 10점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Jeon et al.(2017)의 선행연구는 본 연구보다 더 많은 개수의 이상현상들을 고려했지만 

유사한 성격의 이상현상들을 중복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15개의 이상현상을 고려하였으나 

성격이 중복되는 이상현상을 통합한다면 실제로는 Carhart 4요인 모형의 위험요인들, 자본

투자 효과, 신주발행 효과, 발생액 효과, 수익성 효과, 불확실성 효과의 6개 그룹의 이상

현상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가 고려한 이상현상의 수는 10가지로 이보다 절대적인 개수는 

적지만 신주발행을 제외한 6개 그룹의 이상현상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유동

성과 관련된 두 개의 이상현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현상들이 개별 주식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에 대한 잡음이 포함된 신호라면, 

이들을 취합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려되는 이상현상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면 취합된 정보의 분산은 개별 이상현상에 의한 저평가 판단의 

분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사한 성격의 

이상현상들을 중복해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특성들은 동일한 

주식에 대해 유사한 저평가 판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격이 다른 특성에 

기반을 둔 이상현상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성격이 상이한 이상현상들이 특정 주식을 

공통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보다 신뢰성 높은 저평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도적으로 성격이 다른 이상현상들을 고려하여 A-

Score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단순 나열식으로 개별 

                                            
5) 주식들을 3분위로 정렬하여 A-Score를 계산할 경우에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정렬 방식 변화에 강건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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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상들의 존재 여부나 이상현상 사이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3.2.2 펀드 수준의 Investing Measure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평균 A-Score 순위를 계산하며, 이를 개별 펀드의 Investing 

measure로 정의하였다. 매달 주식들을 A-Score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면, 1(10)분위에는 

고평가(저평가)된 주식들이 속하게 된다. 그 후에 보유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아래 식과 

같이 Investing measure를 계산하였다. 

 ,
, , , ,1

Investing Measure j tN
j t i j t i ti

w Rank
=

= ×∑  (3)  

이때, , ,i j iw 는 j 펀드가 i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고, ,i tRank 는 저평가된 정도를 10

분위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는 Grinblatt et al.(1995)가 사용한 Momentum Investing 

measure나 Ali et al.(2008)의 Accruals Investing measure와 비슷한 방식이다. Investing 

measure가 높은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나 이상현상에 대해서 쉽게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펀드는 물론 전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하나로 합산하여 Investing measure를 

계산할 수 있다. KOSPI와 같은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Investing 

measure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펀드가 벤치마크인 주요 지수에 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평가된 정도의 순위를 계산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A-Score가 아닌 개별 이상현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각 이상현상 별로 

얼마나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4. 실증분석 결과 

4.1 A-score에 따른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수익률을 창출한다고 알려진 10개의 기업 특성변수

들을 사용한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별 기업 특성에 대한 이상현상이 국내 

시장에서 존재하는지를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매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 특성변수에 대하여 3분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수익률이 높다고(낮다고) 알려진 

포트폴리오를 매수(매도)한다.
6)
 패널 A는 매수-매도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 차이를 

                                            
6)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제한하여 <표 5>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821개이며, 펀드가 보유한 기업이 766개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펀드 편입 종목으로 제한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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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며, 패널 B는 매수-매도 포트폴리오의 Carhart(1997) 4요인 알파를 나타낸다. 괄호 

안의 값은 지연 시차 3의 Newey and West(1987) t-통계량이다. “EW”는 동일가중 수익률을 

“VW”는 시장가치가중 수익률을 각각 의미한다.  

<표 4> 시장 이상현상 요인의 국내시장 유의성 검정 

이 표는 개별 이상현상을 이용한 매수-매도 포트폴리오들의 월별 수익률을 보고한다. <표 3>의 

방법에 따라서 계산된 각각의 이상현상 변수들로 매월 주식들을 정렬하여 3분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 후, 각 이상현상 별로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진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낮다고 알려진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패널 A는 이렇게 구성된 헤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고, 

패널 B는 MKT, SMB, HML 그리고 UMD을 포함하는 4요인 모형으로 추정된 알파 값이다.  

EW는 동일가중 평균수익률을 나타내고, VW는 시장가치가중 평균수익률을 나타낸다. 모든 수익률의 

단위는 %이다. 괄호 안의 값은 지연 시차 3의 Newey and West(1987) t-통계량이다. 표본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ME BM MOM AG GPA ACC TVOL IVOL TURN ILLQ 

패널 A: 수익률                   

EW 0.83 1.35 0.87 0.65 0.26 0.38 0.46 0.60 0.63 1.26

(2.24) (6.38) (2.81) (4.40) (1.22) (3.23) (1.69) (2.33) (2.22) (4.57)

VW 0.28 1.31 1.05 0.46 -0.14 0.17 0.16 0.20 0.10 0.40

(0.63) (3.86) (2.56) (1.88) (-0.37) (0.53) (0.35) (0.49) (0.22) (1.17)

패널 B: 4요인 알파  

EW    0.74 0.49 0.45 0.36 0.45 0.44 1.30

   (4.46) (2.73) (3.69) (1.71) (2.34) (2.03) (5.59)

VW    -0.00 0.76 0.65 0.91 0.61 0.60 0.06

   (-0.01) (2.36) (2.08) (2.21) (1.57) (1.59) (0.42)

동일가중 방식에서 대부분 이상현상의 매수-매도 스프레드 및 4요인 알파가 양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그렇지만, 시장가치가중 방식에서는 양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기업

특성 변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전히 가치와 모멘텀에 대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수익성, 발생액, 저변동성에 대한 4요인 모형의 알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종합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이상현상은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형주에서 나타남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시장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7)  

특정 펀드의 수익률은 그 펀드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시장가치가중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표 3>의 기업특성들을 사용하여 구축하는 A-Score가 과연 개별 주식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치가중 수익률에서도 대부분의 

스프레드는 양의 값을 가지며 일부 스프레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측면과, 펀드 매니저들이 

하나의 기업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여러 특성을 종합하여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들 특성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7) Fama and French(2008)는 모멘텀효과, 순주식발행수효과, 그리고 발생액효과는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존재하지만 총자산증가율에 관한 이상현상은 소형주에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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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Score별 주식 수익률 및 특성 

이 표는 A-Score로 주식을 정렬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및 특성을 보고한다. A-Score는 

다음 식처럼 10개의 이상현상을 종합하여 계산한다. 

10
i,t , ,1

A Score i k tk
Rank

=
− =∑  

이 때, , ,i k tRank 는 이상현상 k를 기준으로 t시점 i주식의 순위를 부여한 것으로, 가장 저(고)평가 된 

주식이 10(1)점을 획득한다. 초과수익률은 동일가중으로 계산된 무위험이자율 대비 초과성과이며, 

4요인 알파는 MKT, SMB, HML 그리고 UMD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추정된 알파이다. 괄호 안의 

값은 지연 시차 3의 Newey and West(1987) t-통계량이다. 과거 수익률은 과거 12개월 중에서 

최근 한 달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다. 시장 베타는 최근 5년간 월별 수익률을 CAPM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변동성은 최근 3개월 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율화한 값이다. 표본

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A-Score 

초과 

수익률(%) 

4 요인  

α (%) 

시가총액

(백억원)

장부가치

시장가치

과거 

수익률(%)

시장 

베타 

변동성 

(%) 
비유동성 

거래 

회전율(%)

1 34.01 -0.50 -1.41 129.06 0.97 1.25 1.10 64.56 0.51 3.15 

(-0.78) (-4.91)    

2 41.96 0.48 -0.54 138.78 1.29 15.32 1.02 58.18 1.34 2.37 

(0.78) (-2.14)    

3 46.36 1.34 0.26 149.18 1.45 22.54 0.99 55.27 3.75 2.09 

(2.25) (1.01)    

4 49.88 1.29 0.32 139.71 1.62 26.05 0.96 52.45 3.07 1.73 

(2.49) (1.74)    

5 53.20 1.35 0.23 126.03 1.80 26.89 0.93 49.44 4.49 1.45 

(2.47) (1.24)    

6 56.48 1.83 0.54 153.34 2.04 26.88 0.89 46.59 6.89 1.18 

(3.41) (2.99)    

7 60.00 1.91 0.66 101.65 2.23 22.97 0.86 42.65 11.92 0.83 

(3.51) (3.77)    

8 63.83 2.15 0.89 69.87 2.45 19.17 0.84 38.07 14.36 0.56 

(4.08) (5.44)    

9 68.31 2.22 0.93 16.39 2.67 18.36 0.80 33.83 16.20 0.37 

(4.24) (5.27)    

10 75.23 2.27 1.06 7.81 2.95 17.49 0.73 28.49 23.15 0.23 

(4.71) (6.06)    

10-1  2.77 2.46       

 (6.69) (6.74)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표 5>는 A-Score로 정렬된 10분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및 특성을 나타낸다. <표 5>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Score가 높을수록 

무위험자산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게 측정되었다. A-Score가 가장 높은 10%의 주식을 매수하고 

가장 낮은 100%의 주식을 매도하는 포트폴리오의 월 평균수익률은 2.77%(t-값=6.69)로 

추정되었으며, Carhart(1997) 4요인 알파도 월 2.46%(t-값=6.74)로 추정되었다. 또한, A-

Score에 따른 주식의 수익률 차이가 <표 4>에서 개별 기업특성을 고려한 수익률 차이보다 

월등하게 크게 추정되었다. 이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A-Score는 주식의 가격오류를 

포착하는 측정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A-Score가 가장 낮은 2개의 포트폴리오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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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알파는 음으로 유의하며 A-Score가 높은 50%의 4요인 알파는 양으로 유의하게 추정

되었는데, 이를 통해 A-Score가 낮은(높은) 주식은 고평가(저평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둘째, A-Score로 구성된 주식 포트폴리오의 특성에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되었다. 우선, 

A-Score가 높은 주식의 베타는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차입제약으로 인해 

저베타 주식이 저평가되고 고베타 주식이 고평가되는 현상이 국내 시장에서도 존재함을 

보고한 Kim and Hahn(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CAPM 모형 하에서 접점포트폴리오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차입을 통해 접점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투자 비중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차입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높은 레버리지를 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비효율적이더라도 고베타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낮은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차입제약과 상관없이 무위험 자산 또는 저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차입제약은 고베타 자산에 대한 

수요를 비대칭적으로 증가시켜 고평가가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베타 주식은 

저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저평가될수록 변동성이 낮게 추정되어 총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Score가 가장 낮은 10% 주식의 과거수익률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0년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모멘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Lee and Jang, 2015). 아울러 A-Score가 높은 주식일수록 유동성이 낮고 거래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설사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액티브펀드의 투자제약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편입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A-Score가 

높은 주식은 소형주와 가치주로 드러났는데, 특히, A-Score가 가장 높은 10% 주식의 시가

총액은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동일가중방식에서 이상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측된 <표 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의 이상현상에 기반한 투자전략을 실행하

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KOSPI 200 지수 또는 KOSPI 지수가 대부분 주식형

펀드의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펀드 매니저는 상대적으로 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효과와 가치효과를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A-Score가 높은 그룹의 4요인 알파가 여전히 양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은 소형주, 가치주 

이외에도 A-Score가 높은 그룹을 구성하는 다른 특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A-Score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펀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8) 4요인 모형을 통해 추정된 알파가 음의 값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의 값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4요인 모형이 모든 체계적위험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설명력이 더 우수한 모형을 사용하면 알파가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4요인 모형이 펀드의 평가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므로 이후 펀드의 성과분석에서도 4요인 

모형을 사용한다. 다만, 이후의 분석에서 4요인 모형의 알파가 대부분 음으로 추정되었다는 측면

에서 더 우수한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도 국내 액티브펀드의 성과가 우월하지 못하다는 결론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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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상현상에 따른 주식형 펀드의 보유종목   

우선, 주식형 펀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식 (3)의 방법에 따라 개별 펀드의 Investing measure를 계산한다. 이 때, 이상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펀드의 Investing measur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Score 10분위 순위를 사용하며, 

개별 이상현상에 대해서 주식형 펀드가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특성변수 10분위 순위를 사용한다. Investing measure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교를 위해 KOSPI 지수, KOSPI 200, 그리고 표본

기간동안 존재하는 패시브펀드의 Investing measure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표 6> 국내 액티브펀드의 포트폴리오 특성: Investing Measure 관점에서 

이 표는 Investing measure의 관점에서 액티브펀드를 시장지수 및 패시브펀드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Investing measure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 , , ,1

Investing Measure j tN
j t i j t i ti

w Rank
=

= ×∑  

이 때, , ,i j iw 는 j 펀드가 i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고, ,i tRank 는 저평가된 정도를 10분위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i tRank 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며, A-Score나 개별 이상현상을 기준 

으로 순위를 매긴다. Investing Measure 열은 ,i tRank 를 정하는데 기준이 된 변수를 나타낸다. 

(A)~(D)열은 각 포트폴리오의 Investing measure 값을 보고하며 펀드의 경우 소속된 펀드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종합하여 Investing measure를 계산하였다. (E)~(G) 열은 액티브펀드의 

포트폴리오와 다른 포트폴리오 간의 Investing Measure 차이를 보고하며, 괄호 안의 값은 t-통계량이다. 

표본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A) (B) (C) (D) (E) (F) (G) 

Investing 

Measure 

액티브 

펀드 
KOSPI 

KOSPI 

200 

패시브

펀드 
(A) - (B) (A) - (C) (A) - (D) 

A-Score 4.35 4.44 4.48 4.47 -0.08  (-8.17) -0.12 (-12.28) -0.11 (-10.47) 

ME  1.36 1.17 1.44 1.13 0.19  (14.26) -0.08 (-7.97) 0.23 (19.99) 

BM  3.15 3.06 3.22 2.99 0.10  (6.46) -0.05 (-3.38) 0.17 (10.42) 

MOM  6.47 6.17 6.18 6.18 0.32  (12.43) 0.31 (13.72) 0.29 (10.75) 

AG  4.22 4.16 4.24 4.15 0.06  (3.09) -0.02 (-1.03) 0.07 (4.09) 

GPA  7.16 7.27 7.15 7.35 -0.11  (-7.29) 0.01 (0.99) -0.19 (-11.98) 

ACC  6.61 6.84 6.70 6.90 -0.22  (-15.15) -0.08 (-6.51) -0.29 (-19.01) 

TVOL  6.67 6.81 6.69 6.91 -0.15  (-9.20) -0.02 (-1.15) -0.24 (-14.35) 

IVOL  7.40 7.61 7.40 7.74 -0.21  (-12.32) -0.01 (-0.43) -0.34 (-19.57) 

TURN  6.04 6.39 6.34 6.33 -0.36  (-34.47) -0.30 (-26.53) -0.30 (-26.95) 

ILLQ  1.46 1.24 1.55 1.17 0.21  (12.05) -0.09 (-6.29) 0.29 (18.29) 

<표 6>의 (A)~(D)열은 액티브펀드, 주요 시장지수, 그리고 패시브펀드의 Investing measure를 

나타낸다. (E)~(G)열은 액티브펀드의 포트폴리오와 다른 포트폴리오의 Investing measure 

차이를 보고하며, 괄호 안의 값은 t-통계량이다. <표 6>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브펀드 전체의 Investing measure는 4.35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주요 벤치마크나 

패시브펀드의 Investing measure와 미세한 차이를 보였지만 일관되게 낮게 추정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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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액티브펀드의 우월하지 못한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개별 기업특성에 기반한 펀드의 Investing measure는 벤치마크나 패시브펀드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국내 액티브펀드가 주식시장의 이상현상에 기반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Investing measure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과거승자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펀드매니저들이 모멘텀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액티브펀드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발생액이 높은 주식, 변동성이 높은 주식, 그리고 회전율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벤치마크의 Investing measure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한편, 평균적으로 액티브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일부의 액티브펀드는 이상현상에 기반하여 저평가된 종목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펀드들을 Investing measure를 기준으로 5분위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 

펀드들의 A-Score에 따른 투자비중을 산출하였으며 <표 7>의 Panel A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Q1(Q5)은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낮은(높은) 그룹을 의미하며, D1(D10)은 A-Score가 

가장 낮은(높은) 그룹을 의미한다. 한편, 패널 B는 액티브펀드 전체(Fund)와 KOSPI 지수의 

A-Score별 투자비중 및 액티브펀드와 KOSPI, 그리고 Investing measure가 높은(낮은) 

그룹과 KOSPI 간의 투자 비중 차이를 보고한다.  

<표 7> A-Score별 투자 비중 

패널 A는 펀드들을 Investing measure를 기준으로 5분위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 펀드들의 

A-Score별 투자비중을 나타낸다. 패널 B는 액티브펀드 전체(Fund)와 KOSPI 지수의 A-Score별 

투자비중 및 액티브펀드와 KOSPI, 그리고 Investing measure가 높은(낮은) 그룹과 KOSPI 간의 

투자 비중 차이를 보고한다. 표본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주식 A-Score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패널 A: Investing Measure 기준으로 정렬된 펀드 그룹 

Q1 14.7% 18.4% 17.2% 13.6% 12.0% 13.6% 7.4% 2.7% 0.4% 0.1% 

Q2 11.0% 15.6% 16.6% 14.0% 13.2% 16.1% 9.2% 3.7% 0.7% 0.2% 

Q3 9.1% 14.2% 16.3% 14.4% 14.0% 16.9% 9.8% 4.6% 0.7% 0.1% 

Q4 7.8% 12.5% 15.4% 15.0% 14.9% 17.9% 10.5% 5.1% 0.8% 0.2% 

Q5 5.1% 8.9% 11.7% 13.1% 14.6% 18.2% 13.7% 8.6% 3.9% 2.2% 

Q5-Q1 -9.6% -9.5% -5.6% -0.5% 2.6% 4.6% 6.3% 5.9% 3.4% 2.1% 

패널 B: 다른 포트폴리오와의 비교 

Fund 9.3% 13.9% 15.4% 14.1% 13.8% 16.5% 10.1% 4.9% 1.3% 0.6% 

KOSPI 10.3% 12.2% 13.7% 13.7% 13.5% 17.1% 10.9% 6.1% 1.5% 0.7% 

Fund-KOSPI -1.0% 1.7% 1.8% 0.4% 0.3% -0.6% -0.8% -1.2% -0.2% -0.2% 

Q1-KOSPI 4.8% 6.2% 3.4% -0.5% -1.9% -4.2% -3.8% -3.1% -0.5% -0.1% 

Q5-KOSPI -5.2% -3.3% -2.0% -0.6% 1.1% 1.1% 2.8% 2.5% 2.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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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을 통해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높은 그룹은 그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고평가된 주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으며, 저평가된 주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Q5가 Q1에 비해 가장 고평가된 주식(D1)을 9.6%p 

적게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저평가된 주식(D10)은 2.1%p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anel B에서 액티브펀드 전체와 KOSPI 지수를 비교하였는데 A-Score별 투자 비중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표 6>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Q5 그룹은 KOSPI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의 보유비중은 높으며 고평가된 주식의 보유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

되었는데, 이는 Q5 그룹에 속한 액티브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Q1~Q4 그룹의 펀드들은 KOSPI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의 보유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액티브펀드는 저평가된 주식의 보유

비중이 벤치마크에 비해 낮지만, 일부 펀드는 저평가된 주식의 투자비중이 높고 고평가된 

주식의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4.3 Investing Measure에 따른 액티브펀드의 성과   

본 절에서는 Investing measure에 따른 액티브펀드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매 달마다 

액티브펀드들을 Investing measure를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눈 후 순자산액 가중평균 월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표 8>은 Investing measure로 분류한 5개 그룹의 Investing measure, 초과

수익률, CAPM 알파,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 알파, 그리고 샤프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패널 A는 비용 공제 이전의 성과를 보고하며 패널 B는 보수를 차감한 성과를 보고한다. 

초과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 대비 초과성과를 의미하며 샤프 비율은 평균 무위험 이자율 

대비 초과수익률을 전체 기간 동안에서 추정된 변동성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괄호 안의 

값은 지연 시차 3의 Newey and West(1987) t-통계량이다.  

비용 공제 이전의 수익률을 분석한 Panel A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브펀드의 

평균 초과수익률은 월 0.85%로 추정되었지만, 시장위험을 통제한 CAPM 알파는 월 0.04%로 

추정되었다. 이는 액티브펀드의 성과가 시장보다 우월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전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4요인모형의 알파는 월 -0.03%로 추정되어 액티브펀드의 저성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둘째, Investing measure는 액티브펀드의 성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임이 확인되었다. Investing measure가 증가할수록 모든 성과지표들은 향상되었으며 

특히,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높은 펀드 그룹은 그 지표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CAPM 알파는 월 0.33%(연 3.96%), 그리고 4요인 알파는 월 0.27%(연 3.24%) 높게 추정

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Investing measure가 미래 펀드 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할 수 있는 관측치임을 발견한 것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며 <표 9>에서 이에 

대한 강건성 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높은 Q5 그룹의 CAPM 

알파는 월 0.20%(t-값=2.14)로 추정되었다. 액티브펀드의 벤치마크가 대부분 KOSPI 지수나 

KOSPI 200 지수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Q5 그룹은 시장보다 우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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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4요인 알파는 월 0.08%(t-값=0.90)으로 추정되어 기업규모요인, 

가치요인, 모멘텀요인을 통제한 초과수익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의 

Panel B는 비용 공제 이후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펀드의 성과는 

악화되었지만, Q5-Q1의 수익률은 비용 공제 이전과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즉, 향후 펀드 

성과에 대한 Investing measure의 예측력이 재확인되었다.
9)  

<표 8> Investing Measure에 따른 펀드의 성과 

이 표는 Investing measure에 따른 펀드들의 성과를 보고한다. Q1~Q5는 매월 액티브펀드들을 

Investing measure를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눈 개별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며, 이 때 수익률은 순자산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초과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 대비 초과성과를 의미한다. 모든 수익률은 

월간 수익률이며, 괄호 안의 값은 지연 시차 3의 Newey and West(1987) t-통계량이다. 샤프 

비율은 평균 무위험 이자율 대비 초과수익률을 전체 기간 동안에서 추정된 변동성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패널 A는 비용 공제 이전의 성과를 보고하며, 패널 B는 보수를 차감한 성과를 각각 

나타낸다. 표본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Investing 

Measure 

초과수익률 

(%) 

CAPM 알파 

(%) 
4요인 알파 (%) 샤프 비율 

패널 A: 비용 공제 전         

Q1 3.75 0.73(1.59) -0.13(-1.30) -0.20(-2.00) 0.44 

Q2 4.11 0.75(1.70) -0.09(-1.03) -0.13(-1.52) 0.47 

Q3 4.27 0.84(1.94) 0.02(0.16) -0.04(-0.46) 0.53 

Q4 4.44 0.87(2.05) 0.06(0.73) 0.01(0.09) 0.57 

Q5 5.20 0.92(2.33) 0.20(2.14) 0.08(0.90) 0.66 

Q5-Q1  0.19(1.52) 0.33(2.97) 0.27(2.64) 0.36 

액티브펀드 전체 4.39 0.85(1.99) 0.04(0.50) -0.03(-0.45) 0.55 

패널 B: 비용 공제 후     

Q1 3.75 0.62(1.34) -0.24(-2.36) -0.31(-3.24) 0.37 

Q2 4.11 0.62(1.39) -0.22(-2.68) -0.27(-3.29) 0.38 

Q3 4.27 0.73(1.66) -0.11(-1.10) -0.16(-1.64) 0.45 

Q4 4.44 0.74(1.71) -0.08(-0.88) -0.14(-1.54) 0.47 

Q5 5.20 0.81(2.00) 0.07(0.79) -0.04(-0.46) 0.57 

Q5-Q1  0.19(1.57) 0.31(2.78) 0.27(2.61) 0.37 

액티브펀드 전체 4.39 0.73(1.69) -0.09(-1.23) -0.16(-2.13) 0.47 

펀드의 수익률을 예측한다고 알려진 변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Investing measure의 

예측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9) 전체 표본기간인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을 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황

이었던 2001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과 상대적으로 불황이었던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기간과 상관없이 A-Score가 높은 펀드들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펀드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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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는 펀드의 성과로 무위험 이자율 대비 초과수익률과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으로 

추정된 알파를 사용하였다. TNA는 펀드의 순자산액을 의미하며 AGE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경과된 시간으로 측정된 펀드의 나이를 의미한다. Expenses 는 펀드의 총보수를 의미하여, 

Turnover는 교체매매를 나타낸다. Past return 은 펀드의 전월 수익률이며, wflo 는 현금흐름으로 

전월 유입된 현금의 양을 순자산액으로 나눈 값으로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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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는 추적오차를 의미하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최근 3개월의 일간 

수익률로 계산하였다. 이때 벤치마크는 FnGuide에서 개별 펀드마다 지정한 벤치마크 인덱스를 

사용하였다. 2R 는 전월의 일간 초과수익률을 Carhart(1997)의 4요인으로 회귀분석하여 

추정된 결정계수이며, 이는 2R 가 펀드 매니저의 종목선택능력을 포착한다는 Amihud and 

Goyenko(2013)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모든 회귀 분석 모형은 시간 고정효과

(time fixed effect)를 고려하여 시간 더미(dummy)를 포함하였다.  

<표 9> 펀드 성과의 회귀 분석 

이 표는 펀드의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펀드의 월간 성과로, 무위험 

이자율 대비 초과수익률과 Carhart(1997)의 4요인 알파를 사용하였다. TNA는 순자산액(단위: 

원)이며, 나이(age)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경과된 시간(단위: 연)이다. 보수(expenses)는 월간 

총 보수이며, 교체매매(turnover)는 식 (1)에 따라 계산한다. 과거수익률(past return)은 해당 

펀드의 전월 수익률이고, 현금흐름(flow)은 전월 유입된 현금의 양을 순자산액으로 나눈 값이다. 

추적오차(TE)는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최근 3개월의 일별 수익률로 계산한다. 

이 때 벤치마크는 FnGuide에서 개별 펀드마다 지정한 벤치마크 인덱스를 사용한다. R2는 4요인 

모형의 결정계수 값으로, 매월 전달의 일간 수익률로 계산한다. 패널 A는 비용 공제 이전의 성과를 

보고하며, 패널 B는 보수를 차감한 성과를 보고한다. 가독성을 위해 모든 계수는 100배하여 

보고한다. 또한 조정결정계수(Adj R2)와 사용된 관측치의 개수를 보고한다. 모든 회귀 분석 모형은 

시간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를 고려하여 시간 더미(dummy)를 포함하였다. 괄호 안의 값은 

기업에 대해 클러스터 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clustered by fund)를 이용해 계산된 

t-통계량이다. 표본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초과수익률 4요인 알파 

패널 A: 비용 공제 전 

Investing Measure 0.196 0.217 0.219 0.118 0.125 0.126 

(7.20) (8.94) (9.27) (4.97) (5.71) (5.77) 

ln(TNA)  0.242 0.214  0.090 0.095 

 (1.74) (1.53)  (0.69)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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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펀드 성과의 회귀 분석(계속) 

 초과수익률 4요인 알파 

[ln(TNA)]2   -0.005 -0.005  -0.002 -0.002 

 (-1.81) (-1.60)  (-0.74) (-0.78) 

ln(Age + 1)  -0.113 -0.117  -0.114 -0.111 

 (-6.24) (-6.48)  (-6.74) (-6.56) 

Expenses  -0.159 -0.196  0.108 0.099 

 (-0.58) (-0.60)  (0.36) (0.33) 

Turnover  0.171 0.194  0.112 0.117 

 (0.89) (1.03)  (0.87) (0.91) 

Past return  7.226 7.129  4.225 4.182 

 (10.37) (10.39)  (7.24) (7.22) 

Flow  0.015 0.016  0.015 0.015 

 (0.36) (0.37)  (0.36) (0.36) 

TE   -29.777   -3.465 

  (-3.15)   (-0.40) 

R2   -0.536   -0.216 

  (-2.39)   (-1.42) 

시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Adj R2 0.892 0.898 0.898 0.219 0.232 0.232 

N 44,284 38,986 38,986 44,207 38,970 38,970 

패널 B: 비용 공제 후  

Investing Measure 0.209 0.216 0.218 0.127 0.124 0.126 

(7.66) (8.94) (9.27) (5.37) (5.71) (5.77) 

ln(TNA)  0.240 0.211  0.088 0.092 

 (1.73) (1.51)  (0.67) (0.71) 

[ln(TNA)]2   -0.005 -0.005  -0.002 -0.002 

 (-1.80) (-1.59)  (-0.72) (-0.76) 

ln(Age + 1)  -0.113 -0.117  -0.114 -0.110 

 (-6.23) (-6.48)  (-6.73) (-6.56) 

Expenses  -1.115 -1.122  -0.847 -0.857 

 (-3.38) (-3.45)  (-2.80) (-2.84) 

Turnover  0.171 0.195  0.112 0.117 

 (0.89) (1.04)  (0.87) (0.92) 

Past return  7.230 7.133  4.225 4.182 

 (10.38) (10.40)  (7.24) (7.22) 

Flow  0.015 0.016  0.015 0.015 

 (0.36) (0.37)  (0.36) (0.36) 

TE   -29.712   -3.404 

  (-3.15)   (-0.39) 

R2   -0.534   -0.215 

  (-2.39)   (-1.42) 

시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Adj R2 0.896 0.898 0.898 0.225 0.232 0.232 

N 40,173 38,986 38,986 40,134 38,970 3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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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Panel A는 비용 공제 이전의 결과를 Panel B는 비용 공제 이후의 회귀분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가독성을 위해 모든 계수는 100배하여 보고하였으며, 조정결정계수

(Adj R2
)와 사용된 관측치의 개수를 표시하였다. 괄호 안의 값은 기업에 대해 클러스터 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clustered by fund)를 이용해 계산된 t-통계량이다. <표 9>에 

의하면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Investing measure의 값은 양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된 Investing measure의 미래 펀드 수익률에 

대한 예측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편, Investing measure의 예측력은 경제적으로 

유의하다. 예를 들어, 초과수익률이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경우에 Investing measure의 계수는 

0.196~0.219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Investing measure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향후 

펀드의 수익률이 월 0.196~0.219% 증가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표 8> 및 <표 9>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향후 수익률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Investing measure는 액티브펀드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지표임이 확인되었다.  

4.4 Investing Measure의 특성 

본 절에서는 펀드의 미래 성과에 대한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는 Investing measure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nvesting measure에 따른 펀드의 여러 가지 

특성과 Investing measure의 지속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표 10>은 Investing measure에 따른 펀드의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Investing measure를 기준으로 매달 표본 펀드들을 5분위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 특성을 

계산한 후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다. <표 9>에서 사용된 특성변수 이외에 보유

주식수(# of stocks), 시장베타(market beta), 현금보유(cash holding)를 추가하였다. 시장

베타(market beta)는 매 월 펀드의 전 달 일간 수익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현금보유는 

현금 보유량을 순자산액으로 나눈 값이다. 

<표 10>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시장베타가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차입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의 시장베타가 낮음을 보고한 <표 5>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Investing measure가 

높은 펀드일수록 교체매매 비중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높은 

Q5 그룹의 교체매매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특히 낮게 측정되었다. 셋째, Q1과 Q5 그룹의 

추적오차는 높고 R
2
는 낮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저평가 또는 고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벤치마크와의 괴리가 큰 액티브성(activeness)이 강한 펀드라는 직관과 일치

한다. 넷째, 액티브성이 큰 펀드일수록 순자산액 및 펀드로의 현금유입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펀드의 나이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결과적으로 A-Score가 높은 Q5 그룹은 다른 

펀드들보다 시장베타가 1과 차이가 크며, 추적오차 역시 가장 크다. 다시 말해, A-Score를 

기준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보유하려는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벤치마크에서 더 많이 

벗어날 수 밖에 없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제약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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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Investing Measure에 따른 펀드 특성 

이 표는 Investing measure에 따른 펀드의 특성을 보고한다. Investing measure는 식 (3)에 따라 

A-Score를 기준으로 계산된 펀드 수준의 저평가 정도이다. Investing measure를 기준으로 매달 

펀드들을 5분위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 특성을 계산한 후 전체 기간에 대해 평균한다. 순자산액

(TNA)의 단위는 백억원이고, 보수(expenses)는 연간 총 보수이다. 교체매매(turnover)는 식 (1)에 

따라 계산하였다. 나이(age)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경과된 시간이다. 현금흐름(flow)은 전 연도 

유입된 현금의 양을 순자산액으로 나눈 값이다. 보유주식수(# of stocks)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A-Score값을 가지는 주식들의 개수이다. 시장베타(market beta)는 매달 펀드의 전 달 

일간 수익률로 계산하였다. 현금보유(cash holding)는 현금 보유량을 순자산액으로 나눈 값이다. 

추적오차(TE)는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최근 3개월의 일별 수익률로 계산하며, 

연율화(annualize)하였다. 이 때 벤치마크는 FnGuide에서 개별 펀드마다 지정한 벤치마크 인덱스를 

사용하였다. R2는 4요인 모형의 결정계수 값으로, 매월 전월의 일간 수익률로 계산하였다. 표본

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Q1 Q2 Q3 Q4 Q5 

Investing Measure 3.75 4.11 4.27 4.44 5.02 

TNA(백억원) 11.00 8.77 8.88 8.70 12.02 

Expenses(%/연) 1.65 1.68 1.69 1.70 1.69 

Turnover(%) 12.22 11.56 11.44 11.23 9.58 

Age(연) 4.48 5.54 5.85 5.50 4.64 

Flow(%/연) 24.21 0.19 0.71 1.01 10.52 

# of stocks 46.11 54.66 58.41 52.75 50.12 

Market beta 0.95 0.94 0.93 0.91 0.80 

Cash holding(%) 2.22 2.36 2.47 2.40 2.47 

TE(%/연) 7.20 5.87 5.70 5.82 7.26 

R2(%) 88.45 92.00 92.61 92.15 88.46 

<표 11> Investing Measure의 전이 행렬 

이 표는 Investing measure를 통해 5분위로 나누어진 펀드 그룹들 간의 전이행렬을 나타낸다. 

매년 7월에 Investing measure를 이용하여 펀드들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이후 t년과 t+1 

~t+5년 사이의 전이 확률을 계산하였다. 패널 A는 저평가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Q5 그룹에 

대한 전이 행렬이며, 패널 B는 고평가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Q1 그룹의 전이 행렬을 각각 

나타낸다. 표본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이다. 

 Q1 Q2 Q3 Q4 Q5 

패널 A: Q5           

Year t + 1 0.05 0.08 0.08 0.19 0.60 

Year t + 2 0.10 0.10 0.09 0.17 0.54 

Year t + 3 0.06 0.14 0.12 0.17 0.50 

Year t + 4 0.09 0.16 0.15 0.14 0.46 

Year t + 5 0.12 0.13 0.15 0.16 0.43 

패널 B: Q1      

Year t + 1 0.38 0.21 0.20 0.14 0.07 

Year t + 2 0.35 0.21 0.23 0.15 0.06 

Year t + 3 0.29 0.23 0.24 0.17 0.06 

Year t + 4 0.24 0.18 0.25 0.26 0.07 

Year t + 5 0.22 0.27 0.23 0.21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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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measure에 따른 펀드 매니저의 투자결정에 지속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표 11>은 Investing measure가 가장 높은 그룹(Q5)과 가장 낮은 그룹

(Q1)의 전이 행렬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매년 7월에 Investing measure를 이용하여 펀드들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t년과 t+1~t+5년 사이의 전이 확률을 계산하였다. 패널 A는 가장 

저평가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Q5 그룹에 대한 전이 행렬이며, 패널 B는 가장 고평가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Q1 그룹의 전이 행렬을 각각 나타낸다. Q1 그룹에 비해서 Q5 그룹의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Q5 그룹에 속한 펀드가 1년 후에 Q5 그룹에 머무를 

확률이 60%로 측정되었으며, 5년 후에도 같은 그룹에 포함될 확률이 43%로 측정되었다. 

이와 반대로, Q1 그룹에 속한 펀드가 1년 후에 같은 그룹에 포함될 확률은 38%, 5년 후에도 

같은 그룹에 머무를 확률은 22%로 측정되었다. 결과적으로, Investing measure의 지속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의 투자

전략에 지속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보고된 이상현상에 기반하여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 

및 저성과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국내시장에서 서로 다른 수익률을 야기하는 새로운 기업 

특성변수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주식형 펀드는 결국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주식형 펀드의 성과를 이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액티브펀드의 성과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식 수익률의 차이를 야기하는 10개 

변수를 통해 개별 주식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펀

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국내 액티브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시장의 이상현상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팩터(factor)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아직까지 팩터의 유용성에 대해 잘 정립된 연구결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부 액티브펀드는 벤치마크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

평가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은 특정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일정 비중이상의 벤치마크 종목 

편입 의무, 추적오차 한도 등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 저평가된 종목이 대체로 소형주이며, 

낮은 유동성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매니저가 당면한 제약이 

액티브펀드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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