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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추정된 계수의 합이 1이 되는 제약을 두어 각 계수를 포트폴리오의 가중치 

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주식형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계수에 

비음수제약을 가하는 Sharpe(1992)의 스타일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 

스타일 및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논문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식형펀드의 대형주와 성장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소형주와 가치주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주식의 시가총액비율에 비하면 오히려 펀드의 소형주와 가치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형 스타일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셋째, 본 

논문에서 사용된 두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군에 대하여 펀드의 주별 평균초과수익률이 0.05% 

(연 2.60%), 0.06%(연 3.12%)로 각각 추정되어 펀드의 평균수익률이 스타일 포트 폴리오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스타일 가중치의 시간가변성을 고려한 조건부 

모형을 통한 성과분석에서도 국내 주식형펀드의 양의 초과수익률은 유지되었으며, Fama 

and French(1993)의 3요소 모형 및 Carhart(1997)의 4요소 모형을 이용한 강건성 검증 

에서도 양의 초과수익률이 재확인되었다. 

핵심 단어: Sharpe의 스타일분석, 운용스타일분석, 스타일 지속성, 성과측정, 

성과지속성 

JEL 분류기호: G11 

                                            
* 본 연구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연락담당 저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7 KAIST 금융공학 연구센터, 130-722; 

E-mail: leechangjun0809@gmail.com; Tel: 02-958-3165; Fax: 02-958-3974. 

투고일 2009-10-17; 수정일 1차 2010-01-19, 2차 2010-05-06; 게재확정일 2010-05-31 



Sharpe의 방법론을 이용한 한국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 및 성과분석 
 

308 

1. 서론 

최근의 간접투자 열풍으로 인해 국내 주식형펀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00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6조 9천 억이었던 주식형펀드의 설

정액이 2007년 12월 말에는 약 17배가 증가하여 114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많은 투

자자들이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간접투자기구인 펀드를 선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펀드선

택에 앞서 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펀드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펀드의 운용스타일 및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운용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펀드의 운용스타일이 펀드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alkiel(1995)은 펀드의 운용 목적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고하였으

며, Barberis and Shleifer(2003)는 펀드의 운용스타일이 주식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주식형펀드의 스타일은 주로 회사 규모 및 성장/가치 차원

으로 나누어 지는데, Fama and French(1992, 1993)의 논문 이후 많은 연구들이 회사 규

모 및 장부 대 시장가치의 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Teo 

and Woo(2004)가 기술하였듯이 투자자들은 펀드를 비슷한 특성을 갖는 그룹으로 분류하

려는 습성이 있다. 즉, 투자자는 투자 가능한 펀드들을 비슷한 운용스타일을 가지는 펀드 

군으로 분류한 후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의 감소를 추구하므로 올바른 운용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을 다룬 논문은 드

물며 성과분석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펀드의 양의 초과수익률 및 음의 초과수익률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모형 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 Sharpe(1992)의 

스타일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 및 성과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식형펀드의 대형주와 성장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소형주와 가치주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주식의 시가총액비율에 비하면 

오히려 소형주와 가치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

내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형 스타일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비율 증가를 통제

한 후에도 펀드의 소형 스타일에 대한 노출정도가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본 논

문에서 사용된 두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군에 대하여 펀드의 주별 평균초과수익률이 0.05% 

(연 2.60%), 0.06%(연 3.12%)로 각각 추정되어 펀드의 평균수익률이 스타일 포트폴리오

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스타일 가중치의 시간가변성을 고려한 조건부 

모형을 통한 성과분석에서도 국내 주식형펀드의 양의 초과수익률은 유지되었으며, Fama 

and French(1993)의 3요소 모형 및 Carhart(1997)의 4요소 모형을 이용한 강건성 검증

에서도 양의 초과수익률이 재확인되었다. 이는 미국시장과는 달리 이머징마켓(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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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에서는 주식형펀드가 양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 

본 논문에서는 운용스타일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보유종목기반스타일분석(holding-

based style analysis, HBSA)의 대안으로 수익률기반스타일분석(return-based style 

analysis, RBSA)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HBSA의 경우에는 과거 펀

드의 보유종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보유종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

기 어려우며, 확보하더라도 실시간 정보를 채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펀드의 성과

를 조작하기 위해 펀드 보유종목의 공표 직전에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매도하는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펀드 보유종목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반면, RBSA를 사용할 경

우에는 분석에 필요한 펀드의 수익률 및 벤치마크 수익률의 채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다. 둘째, HBSA는 특정 시점의 펀

드스타일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최근의 보유종목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스타일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유종목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근 정보가 아닌 경우에

는 이를 반드시 HBSA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특정 기간 동안의 펀드 스타일

을 규명하는 RBSA에서는 사용하는 자료의 기간이 길수록 펀드의 최근 스타일을 규명하

기가 어렵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짧은 과거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RBSA의 방법론 가운데 Sharpe(1992)의 이차계획법(quadratic program-

ming)을 통해 펀드의 운용스타일 및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Sharpe의 이차계획법은 일

반적인 회귀분석과는 달리 추정된 계수의 합이 1이 되는 제약을 두어 각 계수를 포트폴

리오의 가중치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주식형펀드의 특

성을 반영하여 각 계수에 비음수제약을 가한다.3)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제약이 있는 

이차계획법과 제약이 없는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거의 유사하며 이는 추정된 계수의 해석

을 용이하게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정당화한다. 또한, Sharpe의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닝스타(Morningstar) 

및 국내 평가기관의 운용스타일 분류기준과 마찬가지로 회사규모 및 장부 대 시장가치를 

                                            
1) 타이완 주식형펀드의 양의 초과수익률을 분석한 Barber et al.(2009)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

한다. 

2) 미국 시장에서는 주로 3년~5년 동안의 과거 월별 수익률자료를 이용하여 펀드의 스타일을 

규명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과거 1년 동안의 주별 수익률자료를 이용하여 펀드의 스타일을 

규명하므로 상대적으로 최근의 펀드 스타일을 추정할 수 있다. 짧은 기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펀드의 스타일이 안정적으로 추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펀드의 경우에

는 평균수명이 비교적 짧으므로 과거 1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3) Sharpe의 이차계획법과 일반적인 회귀분석은 목적함수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

해서는 제 3장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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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생성하였다.  

한편, 성과 및 성과지속성의 측정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조건부 및 조건부 분석을 

함께 시도하였다. 추정된 계수에 시간가변성이 존재하면 조건부 모형과 비조건부 모형을 

통한 펀드의 성과분석은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Ferson and Schadt, 1996). 본 

논문의 분석결과, 스타일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시간가변성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조건부 

모형을 통한 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흔히 사용되는 정보변수인 기간스프레드

(term spread), 신용스프레드(credit spread), 국채 수익률 등이 본 논문의 표본기간 동안

에는 시장 초과수익률을 잘 예측하지 못하므로, 그 대안으로 Bollen and Busse(2004)의 

숏-윈도우 회귀분석(short-window regression) 방법을 조건부 성과측정의 도구로 사용

하였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에서는 운용스타일 및 성과분석을 시도

한 논문을 위주로 관련문헌을 고찰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제 4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운용스타일 및 성과

분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 6장에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

을 제시한다.  

2. 관련문헌연구  

2.1 HBSA와 RBSA의 비교에 관한 연구  

HBSA와 RBSA를 비교한 실증논문으로는 Kaplan(2003)과 De Roon et al.(2004)의 연

구가 있다. Kaplan(2003)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1,909의 주식형펀드를 

이용하여 HBSA와 RBSA을 비교하였다. 대형주와 가치주에서는 두 방법을 통해 도출된 

펀드의 스타일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소형주와 성장주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추

가적으로, RBSA의 경우에는 제약조건이 스타일분석의 경계로 작용하여 가치주나 소형주

와 같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한편, De Roon et 

al.(2004)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18개의 펀드를 이용하여 미래의 스타일 예측력을 살

펴보았다. 평균절대편차(mean absolute deviation, MAD)를 이용하여 두 방법을 비교한 

결과, HBSA의 경우 0.05, RBSA의 경우 0.15의 월별 평균절대편차를 보여 HBSA의 미래 

스타일 예측력이 더 우월하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Rekenthaler et al.(2004)의 결과와 일

치한다.4) 반면, 펀드 수익률의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RBSA와 HBSA의 월별 평균

절대편차가 약 1.36%와 1.55%로 나타났으므로 RBSA가 더 좋은 예측력을 보였다. 

                                            
4) RBSA는 최근 3년 간의 데이터를 이용하며, HBSA는 가장 최근의 보유정보를 이용하여 1개

월 후의 스타일을 예측하므로 HBSA의 예측력이 우수한 것이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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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용스타일분석에 관한 연구 

Sharpe(1992)는 12개의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펀드의 스타일 및 성과분석을 시도하였

다.5)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제약조건이 없는 회귀분석, 추정된 가중치의 합을 1로 제

약하는 회귀분석, 추정된 가중치의 합을 1로 제약하며 비음수조건을 추가하는 이차계획법

에서 결정계수의 값이 각각 95.20%, 95.16%, 92.22%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Sharpe의 제

약이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Sharpe의 스

타일분석을 통해 추정된 펀드의 스타일은 각 펀드자체가 제시하는 스타일과 큰 차이가 없

었으며 이는 수익률 자료만을 필요로 하는 Sharpe의 스타일분석 방법론의 정확성을 뒷받

침한다. 마지막으로, 636개의 펀드에 대하여 월별 평균초과수익률이 약 -0.74%로 나타났

으며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미국시장에서는 펀드가 시장에 비해 양의 초과수익률을 달성

하지 못함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Chan et al.(2002)는 1976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의 3,336개의 주식형펀드에 대

해서 HBSA를 이용하여 스타일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펀드의 

보유종목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규모, 장부 대 시장가치, 과거 수익률을 각 스타일의 차원

으로 정의하여 스타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펀드 스타일은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의 스타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극단적인 스타일에 투자하는 

일부 펀드의 경우에는 성장주와 과거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는

데,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토대로 평가 받는 펀드매니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과거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펀드일수록 스타일이 자주 변하는 현상이 관찰

되었다.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의 펀드 스타일 연구는 드물다. 진익(2008)은 주식편입비율이 90% 

이상인 펀드 가운데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며 2007년 12월 기준으로 수탁고가 10억 원 

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스타일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국내 펀드들은 과거 

5년 간 대형 및 성장스타일을 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펀드 규모, 누적 성과, 운용 

경력 등이 스타일 타이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et al.(2009)

은 Fama and French(1993)의 3요소 모형 및 Carhart(1997)의 4요소 모형으로 추정되는 

각 요소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주식형펀드의 스타일을 분

석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첫째, 국내 주식형펀드의 스타일은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 지수

를 구성하는 200개의 주식의 스타일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미국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의 

국내 주식형펀드는 대형주와 성장주에 투자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매년마다 추정

                                            
5) 총 12개의 벤치마크는 4개의 미국 국내주식 벤치마크, 5개의 미국채권 벤치마크, 3개의 해

외 벤치마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소형주, 중형주, 대형_성장주, 

대형_가치주를 각각 벤치마크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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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각 요소의 회귀계수 간의 상관계수로 펀드 스타일의 지속성을 측정한 결과, 미국시

장에 비해 스타일의 지속성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최근에는 특정 스타일을 

유지하는 펀드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셋째, Chan et al.(2002)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과거 수익률이 높은 펀드일수록 운용스타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2.3 스타일을 이용한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Davis(2001)는 1965년부터 1998년까지의 총 4,686개의 뮤추얼펀드를 대상으로 펀드의 

스타일에 따른 성과 및 성과지속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첫째, 분석기간 동

안 양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한 스타일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과거 수익률이 높은 

성장주와 과거 수익률이 낮은 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일부 단기 성과지속성이 발견

되었으나 성과는 1년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3개월과 같은 단기간 동안에는 

양의 성과지속성이 뚜렷하나 분석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지속성의 약화를 기술한 Bollen 

and Busse(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Teo and Woo(2001)는 펀드의 성과지속성 분석에는 단순 초과수익률이 아닌 스타일 

조정 수익률을 과거 성과의 지표로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펀드 스타일에 대한 투자

자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스타일에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

과 지표로 스타일 조정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최대 6년까지 성과지속성이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Brown and Harlow(2005)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의 뮤추얼펀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스타일 변화가 펀드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결정계수가 낮고, 추적오

차(tracking error)가 큰 펀드일수록 스타일 변화가 빈번하다고 정의하여 실증분석 한 결

과, 전반적으로 특정 스타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스타일 변화가 잦은 

펀드의 수익률보다 높았다.7) 추가적으로, 상승장에서는 특정 스타일을 유지하는 펀드가 

우월한 성과를 보였으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스타일의 변화가 심한 펀드의 수익률이 높

게 측정되었다. 결과적으로 Brown and Harlow(2005)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펀드 

스타일 및 스타일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신성환(2003)은 1998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형펀드의 종합주가지수 대비 평균초과수익률이 연별 -6.43%임을 기술하며 국

                                            
6) Cha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전체 펀드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회사 규모 차원의 상관계수가 

0.73, 성장/가치 차원의 상관계수는 0.71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각각 0.41, 

0.26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7) Kacperczyk et al.(2005)은 1984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뮤추얼펀드를 이용하여 특정 산

업에 집중 투자한 펀드가 잘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위험조정 초과수익률이 더 높음을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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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형펀드는 시장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2000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데이터를 사용한 최종범 외 3인(2005)의 연구에서는 비조건부 

CAPM과 Ferson and Schadt(1996)의 조건부 CAPM을 이용하여 국내 주식형펀드가 시

장 대비 연별 약 3~4%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국내 주식형펀드 시장

에서의 성과지속성이 존재함도 기술하였다. Kang et al.(2009)는 Fama and French(1993)

의 3요소 모형 및 Carhart(1997)의 4요소 모형을 통해 위험 조정 수익률을 측정하였는데 

대부분의 국내 주식형펀드는 시장 대비 양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Barber et al.(2009)은 Carhart(1997)의 4요소 모형으로 타이완 펀드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월별 약 0.43%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미국시장과는 

달리 이머징마켓에서는 주식형펀드가 양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분석 방법론 

3.1 Sharpe의 스타일분석 

Sharpe(1988, 1992)의 RBSA는 특정 기간 동안 실제 펀드와 가장 유사한 수익률 흐름을 

나타내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결합을 추정하는 통계적인 기법이다.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수익률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Sharpe의 

방법론은 아래의 식을 통해 펀드의 스타일을 도출한다. 

1 1 2 2it i t i t ik kt itR b F b F b F e= + + + +      (1) 

1 2 1i i ikb b b+ + + =       (2) 

0 1, 1ijb j k≤ ≤ ≤ ≤       (3) 

itR 는 t 시점에서 i 번째 펀드의 수익률을, 1 2, , ,t t ktF F F 은 t 시점에서 k 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ite 는 t시점에서 i번째 펀드의 수익률 중에서 벤치마크 포트폴리

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뜻한다. 식 (2)는 추정된 계수의 합이 1이 되는 제약을 의미

하므로 1 2, , ,i i ikb b b 는 i번째 펀드에 대한 각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또한, 주식형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식 (3)과 같은 비음수제

약이 추가된다. Sharpe의 스타일분석에서는 펀드의 수익률과 벤치마크 선형결합 수익률차

이를 계산한 후 그 분산을 최소화하는 1 2, , ,i i ikb b b 를 추정한다. 즉, Sharpe는 펀드의 수

익률을 펀드매니저의 스타일로 인한 수익률과 종목선택으로 인한 수익률로 분해하였는데, 

식 (1)에서 1 1 2 2i t i t ik ktb F b F b F+ + + 이 스타일 수익률을, ite 이 종목선택으로 인한 수익률

을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펀드의 성과는 펀드의 실제수익률과 스타일 포트폴리오의 차

이인 ite 를 통해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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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e의 스타일분석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

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벤치마크 수익률을 구성

하는 각 자산은 특정 벤치마크에만 포함되어야 하며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들은 전체시장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야 한다. 둘째, 각 벤치마크 사이의 상관계수가 낮아야 하며, 

상관계수가 높다면 각 벤치마크는 서로 다른 표준편차를 가져야 한다. 한편, Sharpe는 모

형의 적합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계수를 정의하였다. 

2 ( )
1

( )
it

it

Var e
R

Var R
= −      (4) 

식 (4)에서 ( )Var ⋅ 는 분산을 뜻한다. 식 (4)의 우변은 전체 펀드수익률의 분산 가운데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1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식 (1)의 해는 

이차계획법을 통해 도출되므로, 회귀분석과는 달리 ite 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사이에 상

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식 (4)의 우변은 서

로 다른 값을 가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식 (4)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Lobosco and DiBartolomeo(1997)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각 가중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Lobosco and DiBartolomeo(1997)는 Sharpe 스타일분석에서 

추정되는 모수에 대한 신뢰구간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이론적으로 제시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i번
째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표준편차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
i

a

B n l
σ

σ × − −
      (5) 

aσ 는 식 (1)의 스타일분석에서 추정된 표준편차를, 
iB

σ 는 i번째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의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벤치마크들의 수익률을 독립변수로 하여 스타일

분석을 실행한 경우에 추정되는 표준편차를 각각 나타낸다. n은 스타일분석에 사용된 각 

시계열자료의 개수를, l는 식 (1)의 스타일분석에서 0가 다르게 추정된 벤치마크의 수를 

각각 의미한다. 

3.2 Sharpe의 이차계획법과 회귀분석의 차이점 

많은 연구에서 Sharpe의 스타일분석과 회귀분석 방법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두 방법

론에는 차이가 존재한다.8) Sharpe의 스타일분석과 회귀분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8) 이 부분은 다음 서적의 19장을 참고하였다. “Fabozzi, F., Handbook of equity style man-

agement, 3rd ed., John Wiley and Sons, Inc, Hoboken, New Jerse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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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차이의 분산이 0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  

1 1 2 2( ) 0it i t i t ik ktVar R b F b F b F− − − − =     (6) 

위 식은 모든 시점 t에 대하여, 두 수익률의 차이가 항상 상수임을 의미한다. 만약, 모

든 시점에서 펀드의 수익률과 5%의 수익률 차이를 보이는 “A 스타일 포트폴리오”가 존

재한다면, Sharpe의 스타일분석은 “A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그 해로 선정한다. 이것은 두 

수익률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회귀분석의 방법과는 다르다. 따라서, Sharpe의 스타일

분석에서는 펀드수익률과의 오차가 가장 작은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펀

드수익률과 가장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규명한다. 즉, Sharpe의 

스타일분석에서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이 스타일 포트폴리오와 거의 상수의 차이를 보인다

고 가정한다.9) 그렇지만, Sharpe의 스타일분석은 펀드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가장 큰 포

트폴리오를 찾는 방법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특정 펀드의 수익률이 항상 “B 스타일 포

트폴리오”의 2배이면, 두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1이지만, 펀드의 수익률과 B 포트폴리오 

수익률 차이의 분산은 최소화되지 않는다.10)  

4. 연구의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내 공모형 주식형펀드를 대상

으로 펀드의 운용스타일 및 성과를 측정한다.11) 우선 자산운용협회에서 제공받은 순자산

가치, 이익분배율을 이용하여 비용을 공제한 개별 펀드의 일별 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다음

으로 수요일~수요일 동안의 일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펀드의 주별 수익률을 계산하였다.12) 

본 연구에서 주별 펀드 수익률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펀드의 경우에

는 수익률 데이터의 기간이 미국시장에 비해 현저히 짧으므로 월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충분하지 않은 관측치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주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비

교적 최근의 데이터를 통한 스타일분석이 가능하므로 분석 결과가 최근의 스타일을 잘 표

                                            
9) 물론, 펀드매니저의 스타일 변화(style rotation)가 빈번하거나 펀드매니저가 자주 바뀌는 경

우에는 위의 가정이 위배될 수 있다.  

10) Sharpe의 스타일분석은 제약이 있는 다변량 회귀분석(constrained multivariate regres-

sion)과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Appendix>에서 자세히 다룬다. 

11) 한국채권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스프레드 및 기간스프레드의 데이터가 2001년부터 존재하

므로 본 연구의 시작점을 2001년으로 정하였다.  

12)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식 벤치마크, 채권 벤치마크, 무위험자산의 주별 수익률은 주말 효과

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수요일~수요일 동안의 일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따

라서, 펀드의 수익률은 벤치마크 수익률과의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요일~수요일 단

위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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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다. 셋째, Lobosco and DiBartolomeo(1997)는 고빈도 데이터(high-frequency data)

를 사용할수록 추정되는 가중치의 신뢰구간의 길이가 감소하므로 일별 데이터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이머징마켓에서 일별데이터는 시장미시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오

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산운용협회는 11차 분류코드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에 따라 주식형펀드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2D”, “31”, “41”, “43”, “45”는 각각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30% 미

만, 30~60%, 60~80%, 80~90%, 90% 이상인 펀드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형

펀드의 운용스타일분석 및 성과평가이므로 “41”, “43”, “45”에 속하는 펀드들을 추출하

였다. 추가적으로, 스타일분석 및 성과측정을 위해 최소 1년 간의 수익률 자료가 존재하

는 펀드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펀드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펀드를 포함하여 Brown et al.(1992)이 제기한 생존 편의 문제를 최소화하

였다.13)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된 총 펀드의 수는 1,961개이며, 전체 펀드의 평균수명은 

약 3.57년이다.  

<표 1> 주식형펀드 수익률 및 시장 수익률 

본 표는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각 해마다 총 펀드의 수, 평균순자산(NAV), 펀드의 평균수익률, KOSPI 200 지수 수익률 및 시

장 수익률을 나타낸다. 마지막 두 행은 펀드의 평균수익률, KOSPI 200 지수 수익률 및 시장 

수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펀드의 평균수익률은 NAV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시장 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가중 평균수익률

을 의미한다.  

년도 펀드수 
평균 NAV 

(백만 원) 

펀드평균수익률 

(%) 

KOSPI 200 지수

수익률(%) 
시장 수익률(%) 

2001 1254 7415  16.45  15.99  12.65  

2002 1365 10935  10.26   4.68  -2.93  

2003 1191 12593  25.08  22.92  19.17  

2004 1121 11508   0.70   8.20   9.82  

2005 1099 21360  60.15  54.74  59.41  

2006 1138 56086   4.25   4.62   3.41  

2007  914 106053  33.45  32.11  47.48  

평균   21.48  20.47  21.29  

표준편차     20.54  18.20  23.30  

  

                                            
13) 성과가 좋지 않은 펀드들은 조기에 청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존재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본 논문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유지되

었다. 



한국증권학회지 제39권 2호 (2010) 

317 

<표 1>은 각 해마다 총 펀드의 수, 평균 NAV, 펀드의 평균수익률, KOSPI 200 지수 수

익률 및 시장 수익률을 나타낸다. 시장 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배당을 포함한 가중 평균수익률을 의미한다. 펀드의 짧은 수명으로 인하여 

표본에 포함된 펀드 수의 급격한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평균 NAV를 통해 최근 펀드

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스타일분석에 사용되는 벤치마크는 크게 주식 벤치마크, 채권 벤치마

크,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다. 주식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으로부터 주식수익률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장부가치는 한국신용평가사의 KISVALUE를 

통해 채집하였다. Fama and French(1993)의 방법에 따라 매년 6월말, 우선 유가증권시장

에 상장된 주식을 그 해 6월말 시장가치에 따라 30/40/30%로 정렬하였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분기점(breakpoint)에 따라 각 회사규모 그

룹에 할당되었다. 다음으로 각 시장규모 그룹에 속한 주식에 대하여 지난 회계연도 장부

가치 대 지난해 12월말의 시장가치의 비율에 따라 30/40/30%의 세 그룹을 생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생성된 총 9개의 포트폴리오를 1년간 보유하면서 각 포트폴리

오에 대하여 가중 평균수익률을 계산하였다. 또, 본 논문에서는 강건성 검증을 위하여 펀

드의 성과를 Fama and French(1993)의 3요소 모형 및 Carhart(1997)의 4요소 모형과 

비교하는데, Fama and French의 3요소인 시장초과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과 코스닥시장의 가중평균수익률로, SMB(small minus big)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위 9개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규모가 작은 3개와 큰 3개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의 차이로, HML(high minus low) 포트폴리오는 장부 대 시장가치가 큰 3개와 작은 

3개 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Carhart(1997)의 모멘텀 요인의 수익

률은 Carhart의 방법을 따라, t -12월부터 t -2월까지의 수익률이 높은 30%의 평균수익률

과 수익률이 낮은 30%의 평균수익률의 차이를 t 월의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정

의하였다.  

채권 벤치마크는 만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총 4가지 포트폴리오를 한국채권평가로부터 

제공받았으며, 매경BP장기지수 및 매경BP단지지수를 만기를 반영하는 채권 벤치마크 포

트폴리오로 AAA 지수 및 BBB 지수를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포트폴리오로 각각 사용하였

다. 무위험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일별 

발행수익률을 사용하였다.14) 

 

                                            
14) 김동철, 신성호(2006)의 연구를 반영하여 주별 보유 실현수익률을 사용하여 다른 벤치마크 

수익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t번째 주에서 만기가 364일인 통화안정증권

의 가격을 계산하고, t+1번째 주에서 만기가 357일인 통화안정증권을 가격을 각각 계산하

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격을 이용하여 주별 보유 실현수익률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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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분석결과  

5.1 모형선택 

Sharpe의 스타일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야 하는데, 

Sharpe는 벤치마크 선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벤치마크 사이의 

상관계수가 낮아야 하며, 상관계수가 높다면 각 벤치마크는 서로 다른 표준편차를 가져야 

한다. 둘째,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전체 시장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4가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군을 선정한 후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최종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군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형펀드의 스타일분석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회사규모 및 장부 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9개 스타일 포트폴

리오의 수익률 시계열 자료를 생성하였다.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전체시장 자산의 상당

한 부분을 나타내야 하므로 현금을 나타내는 364일 통화안정증권 및 9개 스타일 포트폴

리오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를 모형 1로 정의한다. 그러나 9개 스타일 포트폴리오 사이의 

상관계수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9개 포트폴리오 가운데 극단적인 4개의 포트폴리오 즉, 

소형_성장, 소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포트폴리오와 통화안정증권을 독립변수로 하

여 이를 모형 2로 정의한다. 한편, 연구의 대상이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60% 이상인 펀

드이므로 개별 펀드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 투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만기 및 신용등급에 따라 총 4개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즉, 모

형 2에 매경BP장기, 매경BP단기, 신용등급 AAA, 신용등급 BBB 포트폴리오를 추가하여 

이를 모형 3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소형주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Sharpe(1995)의 결

과와 비교하기 위해 소형, 중형_성장, 중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및 364일 통화안

정증권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를 모형 4로 정의한다. 소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Fama 

and French(1993)의 방법에 따라, 소형_성장, 소형_혼합, 소형_가치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각 모형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표 2>와 같으며 각 

모형의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모형 1: 1 2 3 4 5 6

7 8 9 10

i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t

R b SG b SB b SV b MG b MB b MV
b BG b BB b BV b RF e

= + + + + +
+ + + + +

   (7) 

모형 2: 1 2 3 4 5it i t i t i t i t i t itR b SG b SV b BG b BV b RF e= + + + + +    (8) 

모형 3: 1 2 3 4 5 6 7

8 9

i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t

R b SG b SV b BG b BV b RF b LT b ST
b AAA b BBB e

= + + + + + +
+ + +

  (9) 

모형 4: 1 2 3 4 5 6it i t i t i t i t i t i t itR b S b MG b MV b BG b BV b RF e= + +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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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모형에 따른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본 표는 분석에 사용된 4가지 포트폴리오 자산군을 나타낸다. 소형_성장, 소형_혼합, 소형_가치, 

중형_성장, 중형_혼합, 중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혼합, 대형_가치 포트폴리오는 Fama and 

French(1993)의 방법에 따라 시장가치 및 장부 대 시장가치 비율로 구성된 9개의 포트폴리오

를 의미하며, 소형은 3개의 소형 포트폴리오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다. 매경BP장기, 매경BP

단기는 만기를 반영하는 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이며, AAA, BBB는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채

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로 한국채권평가로부터 제공받았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에서 제공

하는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수익률을 통해 계산된 보유 실현 수익률을 의미한다.  

모형 1: 통화안정증권, 소형_성장, 소형_혼합, 소형_가치, 중형_성장, 중형_혼합, 중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혼합, 대형_가치 

모형 2: 통화안정증권, 소형_성장, 소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모형 3: 통화안정증권, 소형_성장, 소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매경BP장기, 매경BP단기, 

AAA, BBB 

모형 4: 통화안정증권, 소형, 중형_성장, 중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itR 는 t시점에서 i번째 펀드의 수익률을, ite 는 t시점에서 펀드의 수익률 중 종목선택

능력에 의한 수익률을 의미한다. 또, , , , , , , , , ,S SG SB SV MG MB MV BG BB BV 는 각각 

소형, 소형_성장, 소형_혼합, 소형_가치, 중형_성장, 중형_혼합, 중형_가치, 대형_성장, 대

형_혼합, 대형_가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나타내며, , , , ,RF LT ST AAA BBB

는 각각 통화안정증권, 매경BP장기지수, 매경BP단기지수, AAA등급, BBB등급의 보유실현

수익률을 의미한다.  

<표 3>의 패널 A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사이의 상관계수를 

패널 B는 기초통계량을 각각 나타낸다.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사이의 상관계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현상이 관찰되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주식(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주식(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은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주식 포트폴리오 사이의 상관계수는 모두 0.5이상이며, 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사이의 상관계수는 모두 0.7이상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자산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야 함을 의미한다.15) 둘째, 주식 벤치

마크 포트폴리오 중에서 소형_성장, 소형_혼합, 중형_성장, 중형_혼합 포트폴리오 사이의 

상관계수는 약 0.9정도로 특히 높게 추정되었는데, 4가지 포트폴리오를 모두 사용하는 모

형 1의 경우에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중에서 통화안정증권과 매경 BP단기지수 수익률의 상관  

                                            
15) 미국시장에서의 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French 교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은 회사

규모 및 장부 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나눈 6개의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본 논문과 같은 

기간 동안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소형_가치와 대형_성장 포트폴리오 사이의 상관계수가 

0.72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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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0.94, 매경 BP장기지수와 AAA 신용등급 지수 수익률 사이의 상관계수가 0.96으

로 추정되어 모형 3에서도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패널 B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 및 유의성을 나타내는데, 국

내 주식시장에서도 가치주의 수익률이 성장주의 수익률보다 높은 가치효과가 현저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16) 

<표 4>는 각 모형에 대하여 제약이 없는 회귀분석, 제약이 있는 회귀분석, 이차계획법

으로 추정한 계수 및 결정계수를 나타낸다. Sharpe의 스타일분석에서는 포트폴리오 가중

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추정된 계수의 합이 1이 되는 제약과 비음수제약을 부여하는데, 제

약이 없는 회귀분석은 두 가지 제약을 모두 무시한 경우를, 제약이 있는 회귀분석은 계수

의 합이 1이 되는 제약만 존재하는 경우를, 이차계획법은 두 가지 제약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우선, 각 모형 별로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결정계수가 미

미하다. 예를 들어, 모형 2의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회귀분석과 이차계획법의 결정계수가 

78.83%, 78.35%로 각각 추정되었는데, 이는 Sharpe의 두 가지 제약을 추가하더라도 모

형의 설명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17) 다음으로, 각 모형 별로 제약에 따라 

추정된 계수는 다르지만, 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추가한 모형 3을 제외하면 추정된 

계수의 크기 순서가 일반적으로 유지되므로 Sharpe의 제약이 비현실적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과된 제약이 추정된 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추가할 경우 앞서 지적한 바대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추정된 계

수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형 2에 비해 결정계수의 증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

로, 모형 1과 모형 2의 이차계획법을 통해 추정된 결정계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9가지 주식형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모두 사용하는 모형 1이 모형 2에 비해 

뛰어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며 오히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

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형 2를 기본적인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로 설정하되, 미국시장

과의 비교를 위해 모형 4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16) 가치주의 수익률은 성장주의 수익률보다 평균 0.31% 높게 나타났으며, 수익률의 차이의 

t 값은 3.77로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7) 즉, 국내 주식형펀드의 전체 펀드 수익률 중 운용스타일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80%, 종목

선택능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20%로 추정되어, 미국 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한 Sharpe 

(1992, 1995)의 연구에 비해 결정계수의 값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Sharpe(1992)는 

1985년 1월에서 1989년 12월까지 Vanguard 그룹이 제공한 펀드의 월별수익률을 이용하

여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제약이 있는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결정계수의 값이 95.20%, 

이차계획법의 경우에는 92.22%로 계산되어 본 논문보다 결정계수의 값이 높았다. 이는,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스타일 투자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며 월별 데이터를 대신하여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주별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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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펀드스타일 및 운용스타일 지속성 

5.2.1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 

국내 주식형펀드의 전반적인 스타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수익률 자료

가 존재하는 1,961개의 펀드를 대상으로 식 (8)과 식 (10)의 계수를 이차계획법으로 추정

하였다.  

<표 5> 전체기간 동안 추정된 가중치 및 통계적 유의성 

본 표의 Panel A는 전체기간 동안 모형 2를 이용하여 추정된 각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가중

치평균과 펀드 별 가중치의 표본표준편차 그리고 가중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펀드의 

비율을 나타낸다. 가중치평균은 각 펀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으며, 표본표준편차는 각 펀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치를 표본으로 한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한편, 각 펀드 별로 추정된 가중치의 표준편차는 Lobosco and DiBar-

tolomeo(1997)의 방법을 따라 식 (5)를 통해 계산하였다. Panel B는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각 펀드의 가중치평균과 각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의 시가총액비율 및 두 비율

의 차이와 비율 차이의 t-값을 나타낸다. diff는 펀드의 가중치평균과 주식의 시가총액비율의 차이

를 의미한다. 각 벤치마크의 시가총액비율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주식의 시가총액의 

합을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한편, 소형_성장, 소형_가치, 대형_성

장, 대형_가치 포트폴리오는 Fama and French(1993)의 방법에 따라 시장가치 및 장부 대 시

장가치 비율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수익률을 통해 계산된 보유 실현 수익률을 의미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

부터 2007년까지이다. 

Panel A: 추정된 계수 및 계수의 유의성 

 소형_성장 소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평균(%) 3.18  0.95  43.08 22.30  30.49  

표본표준편차 0.17  0.08   0.40  0.29   0.53  

가중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펀드의 비율(%) 

p-value < .10 10.12  1.02  92.39 89.99  91.36  

p-value < .05  7.51  0.61  91.52 88.81  90.29  

p-value < .01  4.96  0.00  90.24 85.69  87.23  

Panel B: 펀드의 가중치와 주식의 시가총액 비율의 차이 및 유의성 

 소형_성장 소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펀드의 가중치평균(%)  4.57  1.37  61.98 32.08   

주식의 시가총액비율(%)  0.59  0.60  69.06 29.75   

diff(%)  3.99  0.76  -7.08  2.33   

t-값 16.72  8.15  -17.35  4.99    

<표 5>의 Panel A는 모형 2를 이용하여 추정된 각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가중치평균

과 펀드 별 가중치의 표본표준편차 그리고 가중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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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나타낸다.18) 가중치평균은 각 펀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치의 산술

평균으로 계산되었으며, 표본표준편차는 각 펀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치를 

표본으로 한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각 펀드에 대하여 추정된 가중치의 표준편차는 Lobo-

sco and DiBartolomeo(1997)의 방법을 따라 식 (5)를 통해 계산하였다. 펀드의 각 스타

일에 대한 편입 비중의 고저는 각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의 시가총액비율과 

비교하여 논해야 하므로 Panel B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각 펀드의 가중치평균과 

각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의 시가총액비율 및 두 비율의 차이와 비율 차이

의 t-값을 계산하였다.19) diff는 펀드의 가중치평균과 주식의 시가총액비율의 차이를 의미

한다. <표 5>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펀드의 대형주와 성장주에 대한 노출

정도가 소형주와 가치주에 대한 노출정도보다 현저히 높지만, 주식의 시가총액비율에 비

하면 오히려 소형주와 가치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를 들어, 소형_성

장주의 시가총액비율에 비해 주식형펀드의 소형_성장주에 대한 노출정도는 3.99% 높았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진익(2008) 및 Kang et al.(2009)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데 펀드의 각 스타일에 대한 편입 비중을 주식의 시가총액비율과 비

교하여 논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0 ) 즉, 절대적인 비율은 낮지만 소형주나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율이 소형주나 가치주의 시가총액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한다. 둘째,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약 30%로 높게 추정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은 

모형 2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이므로, 다른 채권 스타일의 효과

가 통화안정증권 스타일로 추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가 

추가된 <표 4>의 모형 3에서 추정된 통화안정증권의 비율이 약 6%로 감소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펀드매니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양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대형_성장, 대형_가치, 통화안정증권의 가중치는 대

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펀드 중 80% 이상의 펀드는 위 3가지 스

타일 가중치의 값이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반면, 소형_성장

의 경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펀드의 비율이 약 10%이다.  

                                            
18) 모형 4를 이용한 결과는 모형 2의 결과와 유사하며, 공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19) 만약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70%이며 펀드의 대형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65%이면 상

대적으로 펀드의 대형주 투자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과 관련

하여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20) 또한, 본 논문에서 주식의 시가총액비율을 계산할 때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

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한 점도 원일일 수 있으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이

용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Kang et al.(2009)는 대부분 대형주로 

구성된 KOSPI 200을 구성하는 200개의 주식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펀드가 대형주 및 성장

주에 투자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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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 변화 및 지속성 

<표 5>는 전체 기간의 수익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을 분

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각 펀드의 스타일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가중치는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년마다 각 펀드의 가중치를 추정하였다.21) 

<표 6>의 Panel A는 모형 2에 대하여 매년마다 추정한 각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가중

치평균과 가중치평균의 시간가변성에 대한 t-값을 나타낸다.22) 가중치평균은 각 펀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으며, 가중치평균의 시간가

변성에 대한 t-값은 각 스타일 별로 t년과 t+1년의 가중치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t-값을 의미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의 가중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

식형펀드의 주식투자비율의 증가 또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특정 스타일을 유지

하는 펀드 비율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스타일 가중치평균의 시간가변성에 대

한 t-값이 대부분 유의하여 가중치평균의 시간가변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소형 스타일

에 대한 노출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중치의 시간가변성의 원인이 

각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가총액비율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가총액비율의 변화를 통제한 후 추정된 가중치의 시간가변성을 살펴봐야 한다.  

Panel B는 t년과 t+1년 사이의 각 스타일 별 펀드 % 가중치 증가와 시가총액비율 % 

증가의 차이 및 차이에 대한 t-값을 나타낸다. 펀드의 % 가중치 증가는 t+1년의 스타일 

가중치와 t년의 스타일 가중치의 차이로 정의하며, 시가총액비율 % 증가는 t+1년의 각 

스타일 별 시가총액비율과 t년의 시가총액비율의 차이로 정의된다. 소형주에 대한 t-값이 

대부분 양으로 유의하며, 이는 시가총액비율 증가를 통제한 후에도 펀드에 소형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23) 예를 들어,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펀드의 소

형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소형주의 시가총액비율의 증가보다 4.72% 더 증가하였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21) Ferson and Schadt(1996)의 방법에 따라 스타일 가중치를 과거 정보변수의 일차함수로 가

정하는 조건부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표본기간 동안 흔히 사용되는 

정보변수인 기간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 국채 수익률 등이 시장 초과수익률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Bollen and Busse(2004)의 숏 

윈도우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스타일 가중치의 시간가변성 및 펀드의 성과를 측정한다. 

22) 모형 4를 이용한 결과는 모형 2의 결과와 유사하며, 공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또한, 해마다 추정한 경우에도 전체기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시가총액 비율에 비

해 소형주와 가치주에 대한 펀드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3) 2007년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소형주에 대한 노출정도는 Sharpe(1995)와 Chan et al.(2002)

에서 나타난 비율과 유사하며 이는 국내에서도 다소 공격적인 소형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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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해마다 추정된 가중치의 시간가변성 및 통계적 유의성 

본 표의 Panel A는 모형 2에 대하여 매년마다 추정한 각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가중치평균과 

가중치평균의 시간가변성에 대한 t-값을 나타낸다. 가중치평균은 각 펀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

오에 대한 가중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으며, 가중치의 시간가변성은 각 스타일 별로 t년과 

t+1년의 가중치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t-값을 의미한다. Panel B는 t년과 t+1년 

사이의 각 스타일 별 펀드 % 가중치 증가와 시가총액비율 % 증가의 차이 및 차이에 대한 t-
값을 나타낸다. 펀드의 % 가중치 증가는 t+1년의 스타일 가중치와 t년의 스타일 가중치의 차

이로 정의하며, 시가총액비율 % 증가는 t+1년의 각 스타일 별 시가총액비율과 t년의 시가총액

비율의 차이로 정의한다. 한편, 소형_성장, 소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포트폴리오는 Fama 

and French(1993)의 방법에 따라 시장가치 및 장부 대 시장가치 비율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수익률을 통해 계

산된 보유 실현 수익률을 의미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Panel A: 매년마다 추정된 계수 및 계수의 시간가변성 

 년도 소형_성장 소형_가치 대형_성장 대형_가치 통화안정증권 R2 

2001 1.73  0.60  37.41 15.62 44.64  0.81 

2002 2.31  0.82  55.82 14.88 26.18  0.83 

2003 2.73  0.45  51.60 16.02 29.20  0.80  

2004 1.77  0.87  56.06 16.69 24.61  0.85 

2005 5.67  0.87  33.45 30.12 29.89  0.77 

2006 4.42  3.88  38.57 27.99 25.14  0.83 

가중치평균 

(%) 

2007 7.14  2.05  37.85 37.65 15.31  0.85 

가중치평균의 시간가변성(t-값)  

 2001~2002 2.32 2.10 39.80 -5.52 -37.56   

 2002~2003 2.08 -3.42 -15.51 2.90 10.94   

 2003~2004 -1.77 2.55 7.67 0.71 -6.81   

 2004~2005 13.80 -0.40 -41.79 32.62 16.19   

 2005~2006 -10.21 10.93 10.48 -5.80 -5.31   

 2006~2007 7.25 -4.66 -4.17 20.25 -13.88   

Panel B: 펀드의 각 스타일 별 가중치 변화와 시가총액비율 변화의 차이(%) 및 t-값 

 년도 소형 대형 성장 가치   

 2001~2002 
-1.11 

(-1.27) 

1.11 

(1.27) 

5.42 

(9.39) 

-5.42 

(-9.38) 
  

 2002~2003 
0.97 

(2.60) 

-0.98 

(-2.60) 

1.77 

(6.72) 

-1.77 

(-6.72) 
  

 2003~2004 
-1.29 

(-0.07) 

1.29 

(0.07) 

1.18 

(3.27) 

-1.18 

(-3.27) 
  

 2004~2005 
4.72 

(7.64) 

-4.72 

(-7.64) 

-15.31 

(-19.95) 

15.31 

(19.95) 
  

 2005~2006 
1.17 

(2.32) 

-1.17 

(-2.32) 

1.32 

(0.17) 

-1.32 

(-0.17) 
  

  2006~2007 
1.00 

(2.51) 

-1.00 

(-2.51) 

1.16 

(0.72) 

-1.16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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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스타일 지속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최근에는 많은 펀드들이 투자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으며, 잦은 스타일 변화를 위

해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펀드 스타일의 지속성이 관찰된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장 타이밍을 잘 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적절하게 스타일을 변화시켜 수익률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펀드 스타일의 지속성 여부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운용스타일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Idzorek and Bertsch(2004)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2001년부터 2007까지 매년 1년 동안의 펀드수익

률 자료를 이용하여 스타일 가중치를 추정한다. K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평균가중치

를 1 2, , , Kc c c 라 하며, i번째 펀드의 추정된 가중치를 1 2, , ,i i iKc c c 라 한다. 이제, 

각 펀드의 평균운용스타일로부터의 거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i펀드의 평균스타일로부터의 거리 = 2 2 2
1 1 2 2( ) ( ) ( )i i iK Kc c c c c c− + − + + −  (11) 

모형 2의 경우에는 K = 5이며, 모형 4의 경우에는 K = 6이다. 다음으로, t년과 t+1년에 

모두 존재하는 펀드에 대하여, t년에서 각 펀드의 평균스타일로부터의 거리를 정렬하여 백

분위 순위를 정한 후 이와 t+1년의 백분위 순위와의 상관계수 및 평균절대편차(MAE)를 

통해 전반적인 펀드 스타일의 지속성을 살펴본다. 추가적으로, 회사규모 스타일의 지속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모형에서 추정된 전체 소형 스타일의 가중치와 대형 스타일의 가

중치를 계산한 후 식 (11)을 이용하여 평균 회사규모 스타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성장 및 가치 스타일의 경우에도 전체 성장 스타일의 가중치와 가치 스타일의 가중치를 

계산한 후 식 (11)을 이용한다. 즉, 회사규모와 성장 및 가치 스타일의 지속성을 계산하는 

경우에 K= 2이다.  

<표 7>의 Panel A와 B는 각각 모형 2와 모형 4의 결과를 나타낸다. **는 5%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우선, 전체 스타일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모형 2의 경우에는 평균상관계수가 0.62, 모형 4의 

경우에는 0.64로 추정되어 전반적으로 펀드의 백분위 순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24) 

회사규모에 대해서는 모형 2와 모형 4의 상관계수가 각각 0.58, 0.59로 추정되었으며, 성

장 및 가치 스타일의 상관계수는 각각 0.51, 0.53으로 계산되어 전체 스타일 뿐만 아니라 

특정 스타일의 지속성도 관측되었다. 성장 및 가치 스타일의 상관계수가 회사규모의 상관

계수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었는데, 펀드의 성장 및 가치 스타일을 장부 대 시장가치로만 

                                            
24) t년도와 t +1년도의 백분위 순위를 통해 펀드의 운용스타일 지속성을 관측한 결과, 특히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강한 지속성이 나타났다. 또, 백분위 순위가 아주 높은 펀드와 

백분위 순위가 아주 낮은 펀드 사이에서 특히 강한 스타일 지속성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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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펀드매니저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성장 

및 가치주를 분류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장부 대 시장가치를 그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스타일의 지속성보다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표 7> 전체 스타일 및 각 스타일의 지속성 

본 표의 Panel A와 B는 모형 2와 4에 대하여 Idzorek and Bertsch(2004)의 방법론을 이용하

여 계산된 t년과 t+1년의 백분위 순위의 상관계수 및 평균절대편차(MAE)를 나타낸다. 우선, 

2001년부터 2007까지 매년 1년 동안의 펀드수익률 자료를 통해 각 펀드 스타일의 가중치를 

추정한 후에 식 (11)을 이용하여 각 펀드의 평균운용스타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한다. 다음으

로, t년과 t+1년에 모두 존재하는 펀드에 대하여, t년에서 각 펀드의 평균스타일로부터의 거리

를 정렬하여 백분위 순위를 정한 후 이와 t+1년의 백분위 순위와의 상관계수 및 평균절대편차

(MAE)를 계산한다. 각 Panel의 첫 번째 행은 전체 스타일의 지속성을,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회사규모 스타일 및 성장, 가치 스타일의 지속성을 각각 나타낸다.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Panel A: 모형 2 

전체 스타일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전체기간

상관계수 0.59** 0.74** 0.68** 0.49** 0.60** 0.56* 0.62** 

MAE 0.19 0.14 0.17 0.23 0.19 0.20 0.18 

 회사규모 

상관계수 0.53** 0.71** 0.72** 0.28 0.65** 0.53** 0.58** 

MAE 0.20 0.15 0.15 0.28 0.17 0.21 0.19 

 성장/가치 

상관계수 0.55** 0.67** 0.55** 0.43** 0.43** 0.34 0.51** 

MAE 0.21 0.16 0.21 0.24 0.23 0.26 0.21 

Panel B: 모형 4 

전체 스타일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전체기간

상관계수 0.64** 0.75** 0.69** 0.52** 0.62** 0.57** 0.64** 

MAE 0.18 0.14 0.16 0.22 0.18 0.20 0.18 

회사규모 

상관계수 0.57** 0.70** 0.72** 0.29 0.67** 0.52** 0.59** 

MAE 0.19 0.15 0.15 0.28 0.17 0.21 0.19 

성장/가치 

상관계수 0.53** 0.65** 0.54** 0.46** 0.51** 0.43** 0.53** 

MAE 0.21 0.17 0.21 0.23 0.21 0.2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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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펀드의 성과 및 성과지속성 

5.3.1 국내 주식형펀드의 성과 

<표 8> 추정된 초과수익률 및 통계적 유의성 

본 표는 모형 2, 모형 4, Fama and French(1993)의 3요소 모형 및 Carhart(1997)의 4요소 모

형을 통해 추정된 평균초과수익률, 추정된 초과수익률 중 양수와 음수의 비율 및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초과수익률의 비율을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각 모형의 결정계수를 마지막 행

에 나타내었다. 각 모형에서 평균 초과수익률은 각 펀드의 초과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

였다. 또한 모형 2와 모형 4에서 추정된 가중치의 표준편차는 Lobosco and DiBartolomeo 

(1997)의 방법을 따라 식 (5)를 통해 계산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초과수익률의 

비율은 각 양수 (음수)의 초과수익률을 갖는 펀드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펀드의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다.  

   모형 2 모형 4 Fama French(1993) Carhart(1997) 

평균 초과수익률(%) 0.049  0.059  0.057  0.055  

양(음)의 초과수익률 비율 및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비율 

양수 0.73  0.77  0.73  0.70  

p-value < .10 0.15  0.17  0.29  0.17  

p-value < .05 0.06  0.08  0.18  0.10  

p-value < .01 0.02  0.02  0.05  0.03  

음수 0.27  0.23  0.27  0.30  

p-value < .10 0.14  0.12  0.14  0.12  

p-value < .05 0.09  0.09  0.09  0.08  

p-value < .01 0.06  0.05  0.04  0.04  

R2 0.78  0.79  0.81  0.82  

 

<표 8>의 제 1, 2열은 모형 2와 모형 4를 통해 추정된 평균초과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초과수익률의 비율을 나타낸다.25)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두 

모형의 경우에 주별 평균초과수익률이 0.05%(연 2.60%), 0.06%(연 3.12%)로 추정되어 

펀드의 수익률이 스타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초과수익률이 

양수인 펀드의 비율이 전체펀드의 73%, 77%로 각각 추정되었다. 둘째, 모형 2의 경우에

는 양의 초과수익률을 가지는 펀드 중 약 15%와 음의 초과수익률을 가지는 펀드 중 

약 14%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모형 4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1>의 첫 번째 행은 개별펀드에 대하여 추정된 주별 초과수익률의 

                                            
25) 모형 2와 모형 4의 평균초과수익률은 식 (8)과 식 (10)의 잔차항의 평균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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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나타내는데, 미국시장과 달리 국내의 경우에는 주식형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양

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6) 

<그림 1> 초과수익률의 분포 

본 그림은 첫 번째 행은 모형 2와 모형 4를 통해 추정된 개별 펀드의 주별 초과수익률의 분포

를 나타낸다. 두 번째 행은 Fama and French(1993)의 3요소 모형과 Carhart(1997)의 4요소 

모형을 통해 추정된 개별 펀드의 주별 초과수익률의 분포를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추정된 초과수익률의 강건성 검증을 위하여 제약이 있는 Sharpe의 이차계

획법을 펀드 성과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ama and French(1993)의 3요소 모형 

                                            
26) Jensen(1968), Ippolito(1989), Elton et al(1993), Malkiel(1995), Carhart(1997) 등은 미국 

시장에서 펀드의 성과가 시장에 비해 좋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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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arhart(1997)의 4요소 모형과 비교하였다.27 ) Fama and French의 3요소 모형 및 

Carhart의 4요소 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it ft i i t i t i t itR R RMRF s SMB h HML eα β− = + + + +    (12)  

it ft i i t i t i t i t itR R RMRF s SMB h HML mUMD eα β− = + + + + +   (13) 

it ftR R− 는 i펀드의 t 시점에서의 초과수익률을, , ,t t tRMRF SMB HML 는 각각 Fama and 

French의 3요소인 시장초과수익률, 시장규모가 작은 기업들과 큰 기업들의 수익률 차이, 

장부 대 시장가치가 큰 기업들과 작은 기업들의 수익률 차이를 각각 의미한다. tUMD 는 

과거 1년 동안 수익률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수익률 차이로서 Carhart의 모멘텀 요소

를 의미한다. <표 8>의 제 3, 4열은 Fama and French의 3요소 모형과 Carhart의 4요소 

모형을 통해 추정된 평균초과수익률인 젠센의 알파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젠센의 

알파의 비율을 나타낸다. 우선, 제약이 없는 Fama and French 및 Carhart 모형의 결정계

수가 제약이 있는 모형 2와 모형 4의 결정계수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으며, 양의 초과수

익률을 가지는 펀드에 대하여 유의하게 추정된 펀드의 비율 또한 높았다. 그렇지만, 평균

초과수익률의 크기는 유사하게 추정되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벤치마크 대비 성과 우월성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Carhart의 4요소 모형의 경우가 Fama and French의 3요소 모형에 

비해 다소 낮은 초과수익률을 보였는데, 이는 국내시장에서도 모멘텀 요소가 양의 초과수

익률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 5.2.2절을 통해 보고된 국내 주식형펀드의 스타일 가중치의 시간가변성은 펀드 성과

의 측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스타일 가중치가 시간 가변적인 경우에는 조건부 모형과 

비조건부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펀드의 성과는 다를 수 있으며 조건부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Bollen and Busse(2004)의 방법에 따라 특정 기간동안 

스타일 가중치를 상수로 가정하여 추정하는 숏-윈도우 회귀분석을 통해 해마다 펀드의 

성과를 측정한다. 

<표 9>는 모형 2와 모형 4에 대하여 해마다 추정된 평균초과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추정된 펀드의 비율을 나타낸다. 첫째, 각 해마다 추정된 결정계수가 전체 기간 동안의 

결정계수인 78%, 79%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스타일 가중치의 시간가변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2004년과 2005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양의 초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표 8>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2004년에는 주별 -0.08~ 

                                            
27) 본 연구에서의 개별펀드 수익률은 배당수익이 포함된 수익률이므로 배당의 효과를 반영하

기 위하여 시장수익률의 대용치로서 배당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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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표 1>의 결과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표 8> 

및 <표 9>를 통해 국내 주식형펀드가 벤치마크 대비 양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9> 각 년도 별로 추정된 초과수익률 및 통계적 유의성 

본 표는 모형 2와 모형 4에 대하여 해마다 추정된 평균초과수익률, 추정된 초과수익률 중 양수

와 음수의 비율, 결정계수(R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초과수익률의 비율을 나타낸다. 각 

모형에서 평균 초과수익률은 각 펀드의 초과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추정된 

가중치의 표준편차는 Lobosco and DiBartolomeo(1997)의 방법을 따라 식 (5)를 통해 계산하

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초과수익률의 비율은 각 양수 (음수)의 초과수익률을 갖는 

펀드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펀드의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 1월부

터 2007년 12월까지이다.  

모형 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초과수익률(%) 0.03 0.09 0.08 -0.09 -0.05 0.00  0.04  

R2 0.81 0.83 0.80 0.85 0.77 0.83  0.86  

양수 0.61 0.81 0.78 0.19 0.31 0.47  0.66  

p-value < .10 0.05 0.04 0.17 0.04 0.10 0.05  0.09  

p-value < .05 0.03 0.02 0.08 0.02 0.02 0.03  0.04  

p-value < .01 0.00 0.01 0.02 0.00 0.00 0.01  0.01  

음수 0.39 0.19 0.22 0.81 0.69 0.53  0.34  

p-value < .10 0.10 0.13 0.14 0.30 0.21 0.08  0.12  

p-value < .05 0.07 0.10 0.11 0.16 0.14 0.07  0.11  

p-value < .01 0.05 0.09 0.07 0.06 0.06 0.05  0.07  

모형 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초과수익률(%) 0.02 0.09 0.08 -0.08 -0.01 0.01  0.06  

R2 0.82 0.83 0.81 0.85 0.79 0.84  0.86  

양수 0.58 0.81 0.79 0.22 0.41 0.54  0.71  

p-value < .10 0.05 0.04 0.18 0.07 0.15 0.07  0.11  

p-value < .05 0.03 0.02 0.09 0.04 0.05 0.04  0.06  

p-value < .01 0.00 0.00 0.02 0.01 0.01 0.01  0.02  

음수 0.42 0.19 0.21 0.78 0.59 0.46  0.29  

p-value < .10 0.10 0.14 0.15 0.27 0.10 0.08  0.12  

p-value < .05 0.07 0.10 0.11 0.13 0.06 0.07  0.11  

p-value < .01 0.05 0.09 0.08 0.05 0.03 0.0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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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국내 주식형펀드의 성과지속성 

본 절에서는 Bollen and Busse(2004)의 방법론을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의 성과지속성

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지속성을 검증한다. 

, , 1 ,p t t t p t p tPerf Perfα β ε−= + +     (14) 

위 식에서 
,p tPerf 와 

, 1p tPerf −
는 t시점과 1t − 에서 p 펀드의 젠센의 알파를 나타낸다. 만

약, 식 (14)에서 
tβ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면 과거 시점에서 젠센의 알파가 양 (음)인 

펀드는 미래에도 양 (음)의 젠센의 알파를 가지게 되며 이는 성과의 지속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각 해마다 젠센의 알파를 추정하였으

므로 1년 단위로 펀드의 성과지속성을 검증하는데, <표 10> Panel A의 각 열은 그 결과

를 나타낸다. 또한, 마지막 열은 전체 데이터를 누적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로 이를 통해 

전체 기간 동안 펀드의 성과지속성을 검증할 수 있다. 모형 2와 모형 4에서 모든 기간 동

안에 
tβ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 성과지속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성과에 따라 펀드의 성과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에서

의 젠센의 알파가 양 (음)인 펀드만을 대상으로 식 (14)의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표 10>의 Panel B (C)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Panel B, 모형 2의 경우에는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tβ 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며 모형 4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

을 가지는데 이는 2005년에 성과가 좋은 펀드들의 2006년 성과는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간 동안에는 
tβ 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성

과가 우수한 펀드들 사이에 성과지속성이 존재한다. Panel C의 경우에도 모든 기간 동안 

tβ 가 양의 값을 가지며,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tβ 가 모두 유의하므로 성과가 좋지 않은 

펀드들 사이에서도 성과지속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에는 성과지속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성환(2003) 및 최종범 외 3인(2005)의 선행연구

의 결과와 일치한다.  

6. 결론 

 최근 국내시장에서 주식형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운

용스타일 및 성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공모형 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 운용스타일 및 성과와 성과지속성을 분석

하였다. 운용스타일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HBSA의 대안으로 RBSA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RBSA의 방법론 가운데 Sharpe(1992)의 이차계획법을 통해 펀드의 운용

스타일 및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추정된 계수의 합이 1이 되는 제약을 두어 각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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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의 가중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주식형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계수에 비음수제약을 가하는 이차계획법의 설명력이 회귀분석의 설명력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추정된 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정당화하

였다. 

<표 10> 성과지속성 

본 표는 모형 2와 모형 4에 대하여 t+1년의 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수항과 t년의 

초과수익률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정된 베타, 베타의 t-통계량, 그리고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모형 2와 모형 4에 대하여 Panel A는 전체 펀드를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Panel B, C는 t년의 초과수익률이 양수인 경우와 t년의 초과수익률이 음

수인 경우에 분석된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모형 2 

Panel A: 전체 펀드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전체기간

베타 0.46  0.31  0.30  0.50  0.18  0.38  0.36  

t-value 9.83  7.73  7.83  14.14  8.27  6.47  21.28 

R2 0.09  0.05  0.06  0.22  0.09  0.06  0.08  

Panel B: 지난해 알파 > 0인 펀드 

베타 0.48  0.24  0.13  0.44  -0.20  0.46  0.26  

t-value 6.66  6.32  2.72  6.94  -2.76  3.60  8.91  

R2 0.06  0.04  0.01  0.25  0.03  0.04  0.03  

Panel C: 지난해 알파 < 0인 펀드 

베타 0.55  0.36  1.17  0.50  0.27  0.18  0.50  

t-value 6.36  1.80  10.33  9.76  11.20  2.23  15.35 

R2 0.11  0.01  0.40  0.14  0.22  0.01  0.10  

모형 4 

Panel A: 전체 펀드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전체기간

베타 0.44  0.30  0.27  0.42  0.19  0.38  0.32  

t-value 8.99  7.61  7.43  11.82  7.66  6.49  18.28 

R2 0.08  0.05  0.06  0.16  0.08  0.06  0.06  

Panel B: 지난해 알파 > 0인 펀드 

베타 0.46  0.23  0.17  0.51  0.03  0.51  0.28  

t-value 6.30  6.36  3.22  7.93  0.49  4.51  9.99  

R2 0.06  0.04  0.01  0.27  0.00  0.05  0.03  

Panel C: 지난해 알파 < 0인 펀드 

베타 0.49  0.34  0.85  0.40  0.32  0.11  0.45  

t-value 5.00  1.61  11.16  6.75  10.33  1.26  11.86 

R2 0.06  0.01  0.44  0.07  0.22  0.00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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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식형펀드의 대형주와 

성장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소형주와 가치주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주식의 시가총액비율

에 비하면 오히려 펀드의 소형주와 가치주에 대한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국내 주식형펀드의 스타일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비해 여전히 낮지만 소형 스타일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셋째, 본 논문에서 사용된 두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군에 대하여 펀드의 주별 

평균초과수익률이 0.05%(연 2.60%), 0.06%(연 3.12%)로 각각 추정되어 펀드의 수익률이 

스타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스타일 가중치의 시간가변

성을 고려한 조건부 모형을 통한 성과분석에서도 국내 주식형펀드의 양의 초과수익률은 

재확인되었다. 이는 미국시장과는 달리 이머징마켓에서는 펀드매니저가 초과수익률을 달

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양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평균수명을 가지는 펀드들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

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스타일 및 성과분석에 사용된 펀드의 평균수

명이 3.57년으로 비교적 짧았는데, 이는 미국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는 

국내 펀드 시장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용스타일 및 성과지속성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펀드자료의 채집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본 연구에서는 펀드의 양의 성과지속성이 관측되어 펀드매니저의 존재를 정당화 하였

지만,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의 시계열자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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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harpe의 스타일분석과 제약이 있는 다변량 회귀분석(constrained multivariate re-

gression)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의 회귀분석을 살펴보자. 

1 1 2 2it i i t i t ik kt itR b F b F b F eα= + + + + +     (A1) 

1 2 1i i ikb b b+ + + =       (A2)  

0 1, 1ijb j k≤ ≤ ≤ ≤       (A3) 

itR 는 t시점에서 i번째 펀드의 수익률을, 1 2, , ,t t ktF F F 은 t시점에서 k개 벤치마크 포

트폴리오의 수익률을, ite 는 t시점에서 i번째 펀드의 수익률 중에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뜻한다. 주어진 1 2, , ,i i ikb b b 에 대하여 추정되는 절편인 ˆiα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 1

1 ˆˆ
n k

i it is st
t s

R b F
n

α
= =

⎛ ⎞= −⎜ ⎟
⎝ ⎠

∑ ∑       (A4) 

n은 스타일분석에 사용된 각 시계열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식 (A4)을 식 (A1)에 대

입하면 식 (A1)의 회귀분석은 아래의 식 (A5)를 최소화하는 방법론과 동일하며 이는 결

과적으로 Sharpe의 스타일분석의 목적함수와 같다. 

2

1 1 1 1 1

1n k n k k

ip ij jp it is st ip ij jp
p j t s j

R b F R b F Var R b F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A5) 

즉, 절편항을 추가하여 제약식이 있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1 2, , ,i i ikb b b 의 값

은 Sharpe의 스타일분석을 통해 추정한 모수의 값과 일치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회귀분

석에서는 아래의 식 (A6)을 펀드의 수익률을 가장 잘 설명하는 포트폴리오로 정의하지만, 

Sharpe의 스타일분석에서는 식 (A7)을 스타일 포트폴리오로 정의한다. 

1 1 2 2
ˆ ˆ ˆˆ i i i i ik ikb F b F b Fα + + + +      (A6) 

1 1 2 2
ˆ ˆ ˆ
i i i i ik ikb F b F b F+ + +       (A7) 

따라서, 제약식이 있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선형결합 포트폴리오에서 절편

항을 차감하면 Sharpe의 스타일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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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vestment styles and performance persistence of equity 
funds in Korea using Sharpe (1992)’s style analysis methodology. Unlike the regression 
analysis, both the portfolio and positivity constraints are imposed in style analysis pro-
posed by Sharpe. The empirical findings documen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relative to the market capitalization of stocks in each style portfolio, equity funds in Ko-
rea have high exposure to the small and value stocks, though the absolute exposure of 
large and growth stocks are higher than that of small and value stocks. Second, the in-
vestment styles are time-varying. Especially, funds that invest in small stocks have in-
creased over the last seven years. Third, using the two style benchmark portfolios, equity 
funds create the abnormal annual return of 2.60% and 3.12%, respectively. Finally, out-
performance of equity funds in Korea is confirmed using the condi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For robustness check, we employ the famous Fama and French three-factor 
model (1993) and Carhart four-factor model (1997) as our performance measure and the 
outperformance is still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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