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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  or  Integrate? 

■ 스타일 전략에 대한 고민,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 

◆ 여러 스타일 전략 중 가장 잘 알려진 스타일 전략은 ‘가치’와 ‘성장’. 이분법적으로 시

장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 우세에 의해 시장을 판단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 즉, 스타일의 상대적 성과에 따라 투자자는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에 대

응할 수 있음. ‘가치’와 ‘성장’을 대변하는 팩터는 ‘밸류’와 ‘모멘텀’. 단일 스타일로 대

응할 수도 있지만, 해당 스타일이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는 구간은 피할 수 없음 

◆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의 장점은 상관관계가 낮은 팩터를 결합하여 팩터 간 분산효과

와 위험조정 수익률 관점에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음. 밸류/모멘텀 팩

터의 시장 대비 우수함은 이미 다양한 국가/자산에서 확인됨  

■ 어떻게 조합하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 그 중 Mix, Integrate, Sequential 방

식을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비교해 보았음. 공통적인 결론은, 단일 팩터(스타일) 투

자보다는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 전반적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Mixed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그러나 투자자별 선호 스타일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을 선택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전략별 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한 뒤 단일 

스타일보다는 상관관계가 낮은 스타일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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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팩터 포트폴리오 – 밸류와 모멘텀 결합하기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 동안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 몇 가지의 시장 이례적인 현상(anomalies)들이 발견되었고, 이런 이상현상들

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스타일 전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타일 전략 자체

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간 잘 알려진 팩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베타’라는 명칭이 인덱스/패시브 펀드의 성장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주로 알려져 있는 스타일 전략은 밸류, 모멘텀, 퀄리티, 사이즈, 로우볼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여 Long-Short 전략도 많이 실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Long-only 포

트폴리오의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Short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기도 하다.  

Long-only 팩터 포트폴리오는 투자 유니버스에 있는 종목에 대해 여러 팩터에 대한 노출도

를 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매긴 후, 가장 매력적인 종목들을 택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예는, 투자 유니버스에 있는 종목에 대해 직전 분기 기준 P/B를 계산한 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P/B가 가장 낮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포트폴리오를 원한다면 단일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전략의 초과 수익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한 가지 스타일로 포트폴리오가 

쏠려있을 경우 특정 구간에서의 손해를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일 팩터가 아닌 멀티 팩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단일 팩터를 결합하여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팩

터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위험조정 수익률 측면에서도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슷한 팩터로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보다 상관관계가 낮은 팩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각 스타일 전략 중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전략은 밸류와 모멘텀(또는 밸류

와 퀄리티)이다. 선행연구1에 의하면 이 전략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 모

멘텀 팩터의 초과 수익은 각기 다른 국가와 자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두 팩터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해 단순히 두 팩터를 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만으로도 샤프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Clifford S. Asness, Tobias J. Moskowitz, Lasse Heje Pedersen, 2013, The Journal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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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단순하게 

각 팩터에 대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원하는 팩터 포트폴리오를 결합하는(Mix) 방

식이다. 여러 개의 단일 팩터 포트폴리오에 동일 비중, 또는 비중을 달리하여 투자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 유니버스의 각 종목에 대해 원하는 팩터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순위

를 매겨 이를 기반으로 점수를 계산한 후 – Z-Score나 Rank를 활용 – 합산 점수에 의해 포

트폴리오를 구성(Integrated)하는 방법이다. 서로 다른 팩터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Mix 

방식과 차이가 있다. 

올해 6월, AQR Capital Management(이하 AQR)에서는 ‘Long-only Style Investing: Don’t 
Just Mix, Integrat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Mix 방식에 비해 Integrated 방식이 갖는 장

점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대해 고려해보라는 제안을 했다.  

AQR은 보고서를 통해 Integrated 방식은 특정 팩터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나, 이외의 팩

터에는 부정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을 제외(스타일 노출에 대한 상쇄 효과를 배제할 

수 있음)할 수 있다는 장점을 피력했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팩터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갖는 종목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초과 수익 및 정보비율(IR, Information Ratio) 

등의 위험 평가 관련 지표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Newfound Research(이하 Newfound)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올해 3월 공개된 

‘Beware Bad Multi-Factor Products’라는 보고서에서 모멘텀 팩터 등의 상대적으로 회전율

이 높은 팩터가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면, Integrated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QR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Multi-Factor: Mix or Integrate?’라는 보고서를 통

해 Integrated 방식의 단점을 비판했다. Newfound가 Mixed 방식을 선호하는 데에는 

Integrated 방식에 비해 Mixed 방식이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직관적이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여러 방식을 비교한 주장은 적지 않았다.  

Value-Investing을 추구하는 투자자들 역시 모멘텀 팩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밸류 팩터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에 모멘텀 팩터를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

지 않았다. 밸류와 모멘텀 팩터를 중심으로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식에 따른 포트폴

리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인들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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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R,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Integrated 방식 선호 

AQR은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각 종목이 밸류, 모멘텀 팩터에 노출되는 정도를 도식

화했다. 아래 차트의 1a에서의 원으로 표시된 그룹은 밸류 팩터 단일 포트폴리오, 1b에서의 표

시된 그룹은 Mix 방식으로 결합된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좌상단의 모멘텀 단일 포트폴리오가 

포함됨), 1c의 원으로 표시된 그룹은 Integrated 방식의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나타낸다. 1d

의 경우 Mix와 Integrated 방식을 모두 나타내는데, 역시 표시된 그룹은 Mix와 Integrated 

포트폴리오의 교집합 그룹이다. 

Mix 방식의 1b 포트폴리오의 경우, 전체 유니버스의 1/4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종목 수가 

적은 포트폴리오이며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Tracking Error도 커질 수 있다. 반면 1c의 

Integrated 포트폴리오의 경우 두 가지 팩터에 모두 우호적인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즉, 두 가지 팩터에 모두 비우호적인 종목은 제외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Mix와 Integrated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1d에서의 원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밸류, 또는 

모멘텀 팩터 기준으로 볼 때 상위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이다. 즉, 상대적으로 저평가되

어있지만 엄청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고, 모멘텀도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 

종목인 셈이다. AQR은 보고서에서 Integrated 포트폴리오에 대해 매력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추구하면서도 손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제외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도표 1] Mixed/Integrated 포트폴리오의 모멘텀/밸류 팩터 노출도 비교 
 

 
 

자료: AQR,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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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found Research, 팩터의 회전율을 감안해야! Mixed 선호 

Newfound에서 주장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 Newfound는 Mix 방식과 Integrated 방식을 아

래 차트와 같이 각각 or/and 방식으로 도식화했다. AQR의 도식과 다른 점은 Integrated 방식

에 포함되는 종목이 속하는 영역이 1사분면의 극단값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다. 

[도표 2] Mixed Portfolio – “Or” method  [도표 3] Integrated Portfolio – “And” method 
   

 

 

 
   

자료: Newfound Resear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Newfound Resear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d/or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자체는 Newfound가 주장하는 것과 큰 관계는 없다. 그들이 주

목하는 이슈는 ‘프리미엄 만기(Premium Maturity)’다. 프리미엄 만기는 팩터로부터 기인하는 

초과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예를 들면, 밸류 팩터의 경우 3~5년의 상대적으로 긴 프리미엄 만기를 갖는다. 반면 모멘텀 

팩터가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짧다.  

즉,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 만기가 다를 경우, 멀

티 팩터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 팩터는 프리미엄 만기가 짧은 팩터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에 모멘텀 팩터가 포함될 경우, 모멘텀 효과가 포트폴

리오 효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표 4] 시간에 따른 팩터 스코어 변화: Integrated 방식에서는 점수 변화가 빠른 팩터 영향이 지배적 
 

 
 

자료: Newfound Resear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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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 베타 ETF – 초기 단계이나, 주요 스타일 전략은 구현 

현 시점에서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된 스마트 베타 ETF는 아직 많지 않다. 주요 자산운용사

에서 모멘텀, 밸류, 퀄리티, 로우볼 팩터의 단일, 또는 멀티 팩터 ETF를 출시했으나, TIGER 

로우볼/모멘텀을 제외하면 대부분 2015년 하반기 이후 출시되었다.  

컨셉은 유사하나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거나, 동일한 방식을 추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주요 스타일 팩터인 가치, 모멘텀, 로우볼, 퀄리티 스타일에 대해 지수가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 종목 선정 방법, 종목 비중 구성 방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  

주요 스마트베타 전략에서 운용사 별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동일 가중, 시가총액 가중, 단기변동성 가중 및 멀티 팩

터 가중 방식이 모두 존재한다. 

‘스마트 베타’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지고 있으나, 아래 목록의 주요 스마트 베타 ETF의 AUM

을 모두 더해도 2,500억 원을 하회하는, 아직은 크지 않은 시장이다. ETF 시장이 아직까지는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 배분 및 패시브 투자 활

성 가능성을 고려하면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스타일 전략을 추구하더라도 지수 구성 방식에 따른 초과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면, 각 전략을 비교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단일 스타일에 대한 투자도 그렇지만, 

해당 단일 팩터 ETF를 통한 멀티 팩터 투자 전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멀티 팩터 전

략을 구사함에 있어, Mixed 방식과 Integrated 방식의 차이를 확인해보자. 

 

[도표 5] 주요 스타일 관련 스마트베타 ETF List (단위: 억원, 백만원) 
 

Code Name ETF기초지수명 상장일 AUM 거래대금 

A174350 TIGER 로우볼 FnGuide Low Vol 지수 20130620 680  104.7  

A227570 TIGER 우량가치 FnGuide 퀄리티밸류 지수 20150923 66  0.4  

A147970 TIGER 모멘텀 FnGuide 모멘텀 지수 20111026 65  0.6  

A252730 KBSTAR 모멘텀로우볼 FnGuide 모멘텀&로우볼 지수 20161014 81  0.5  

A252720 KBSTAR 모멘텀밸류 FnGuide 모멘텀&밸류 지수 20161014 82  0.5  

A234310 KBSTAR V&S 셀렉트밸류 FnGuide 셀렉트 밸류 지수 20160202 337  36.8  

A244620 KODEX 모멘텀Plus FnGuide 모멘텀 Plus 지수 20160513 77  0.5  

A244670 KODEX 밸류Plus FnGuide 벨류 Plus 지수 20160513 198  0.7  

A244660 KODEX 퀄리티Plus FnGuide 퀄리티 Plus 지수 20160513 110  0.2  

A247780 KODEX 가치투자 FnGuide 가치투자형 지수 20160624 82  1.7  

A247790 KODEX 성장투자 FnGuide 성장투자형 지수 20160624 78  0.2  

A247800 KODEX 턴어라운드투자 FnGuide 턴어라운드투자형 지수 20160624 81  4.7  

A236460 ARIRANG 스마트베타 LowVOL WISE 스마트베타 LowVOL 지수 20160112 104  0.6  

A222190 ARIRANG 스마트베타 Momentum WISE 스마트베타 MOMENTUM INDEX 20150629 43  0.4  

A222200 ARIRANG 스마트베타 Quality WISE 스마트베타 QUALITY INDEX 20150629 112  0.9  

A222180 ARIRANG 스마트베타 Value WISE 스마트베타 VALUE INDEX 20150629 107  3.8  

A244820 ARIRANG 스마트베타4종결합 WISE 스마트베타 지수 20160519 78  0.6  

자료: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전략 ETF 중 배당 관련 ETF는 제외함. AUM은 억원, 거래대금은 백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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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베타 지수, 중장기 수익률은 Mixed 방식을 지지 

이전 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베타 ETF 중 단일 팩터 ETF로는 ARIRANG 스마트 베타 

Momentum/Value ETF, 멀티 팩터 ETF로는 KBSTAR 모멘텀&밸류 ETF를 각각 Mixed, 

Integrated 방식의 대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ETF의 기초지수 성과로 두 전략을 비교하기

로 한다. 각기 FnGuide 모멘텀&밸류 지수와 Wise 스마트베타 모멘텀/밸류 지수를 활용했다. 

FnGuide 모멘텀&밸류 지수는 모멘텀 팩터는 가격 모멘텀(최근 1개월 성과를 제외한 12개월 모멘

텀), 밸류 팩터는 지배주주 기준 순자산(PBR로 단순화 가능)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한다. 동일 

비중 가중이 아닌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가 구성된다. 두 지표의 합산 순위가 높은 종목

부터 선정하므로 Integrated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모멘텀 및 밸류 스타일 내의 여러 하부 팩터를 활용한다. 밸류 

지수의 경우 11개의 밸류 관련 지표를, 모멘텀 지수의 경우 12개의 모멘텀 관련 지표를 활용

한 멀티 팩터/스타일 지수이다. 현재 발표된 지수 중 단일 팩터를 지수화 한 스타일 지수가 없

어 해당 지수를 단일 팩터의 프락시로 활용하기로 한다. 단, 모멘텀 지표의 경우 가격 모멘텀 

관련 팩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1:1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Mixed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 두 스타일 지수를 평균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FnGuide 

모멘텀&밸류 지수의 시작인 2009년 이후 누적 수익률을 비교했고, 아래 차트는 2009년 초를 

100으로 조정한 상대 지수 누적 결과(로그 인덱스 기준)이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성과만 비교한다면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모멘텀 지수의 성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 연평균 +10.24%로 성과가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밸류 지수의 성과 역시 

연평균 +10.2%로 거의 차이가 없다. 두 지수를 단순 평균한 Mixed 전략의 성과 역시 +10.2%

로 높다. 반면 Integrated 방식의 모멘텀&밸류 지수의 성과는 연평균 +8.5%로 KOSPI200 

(연평균 +6.7%)보다 높지만, Mixed 방식 대비 다소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표 6] Integrated 방식보다 단순 Mixed 방식의 2009년 이후 장기 누적 성과가 우월 
 

 
 

자료: DataGuide,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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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할 경우 단순히 Integrated 방식이 열등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

다. Integrated 방식의 FnGuide 모멘텀&밸류 지수의 올해 성과는 약 +7%로 단순 Mix 방식

의 연초 대비 수익률인 -2.1%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의 박스권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의 각 지수별 연평균 수익률을 비

교해도 Integrated 방식은 +3.5%, Mixed 방식은 +2.8%의 결과를 보여, 오히려 Mixed 방식

의 수익률이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표 7] 기간별 각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 (단위: %)  

 
FnGuide 

모멘텀 &밸류 
WISE 스마트  
베타 모멘텀 

WISE 스마트 
베타 밸류 모멘텀+밸류 KOSPI200 KOSPI 

2009년 이후 8.47  10.24  10.20  10.22  6.72  6.97  

2011년 이후 5.28  6.41  4.86  5.65  2.30  2.78  

2012년 이후 3.54  1.60  4.21  2.78  1.32  1.67  

2016년 6.99  -9.96  8.43  -2.11  5.77  1.13  

자료: Quantiwise, DataGuid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16년: 11월 말 기준, 연평균 수익률) 

 

올해 Mixed 방식의 부진은 모멘텀 지수의 부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수는 1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동시 만기 이후) 정기변경을 수행하게 되어있으나, 많은 수의 종목 변

경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점에서의 지수 구성종목 내역을 참조하면, 경

기소비재 관련 종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화장품 등의 세부 업종 가격 추이를 고려하면 시장 

전반적인 스타일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한 영향을 적지 않게 받

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Integrated 방식인 FnGuide 모멘텀&밸류 지수는 리밸런싱 주기가 분기로 설정되어 있

다. 모멘텀 팩터 역시 이익 모멘텀이 아닌 가격 모멘텀으로 집중되어 있어 부진한 종목이 지수

에서 배제되어 2016년 이후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구성종목 가중 방식이 시가총액 기

준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Wise 스마트베타 지수 구성과는 다른 점이다. 

다만 Integrated 방식의 해당 지수에서도 단점은 존재한다. 2011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하락장에서 수익률 하락 폭이 단순 Mixed 방식보다 크다. 즉, 증시의 하락 변동성이 확대되었

을 때의 수익률 훼손 위험 역시 크다는 의미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는 상대

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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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의 비교 결과 – 전략간 선호도 차이가 중요 

출시된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장기적으로 Integrated 방식보다 Mixed 방식

으로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

로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방식을 비교함에 있어 기존 지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Mixed 방식과 Integrated 방

식을 1:1로 비교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두 지수의 모멘텀 팩터가 이익 모멘텀과 가격 

모멘텀 팩터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 모멘텀 팩터 자체도 일종의 

멀티 팩터로 구성되어 있다. Mixed 방식에 활용된 밸류 팩터 역시 단일 팩터가 아닌 단일 스

타일-멀티 팩터라는 동일한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사에서 관리하는 팩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Integrated 방식과 Mixed 방식의 성과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기본적인 과거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테스트 팩터: 밸류 – 직전 4분기 지배주주 기준 순자산 비율 (P/B) 

              모멘텀 – 직전 12개월 가격 모멘텀 (최근 1개월 제외) 

- 테스트 기간: 2009년 1월 ~ 2016년 11월  

- 리밸런싱 주기: 월별 

- 투자 유니버스: 월말 기준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0위 

- 수익률 분석: 유니버스 5분위 분석. Long-Only(1분위) 포트폴리오 기준 

- 종목 비중 배분: 동일 가중 

- 수수료, 회전율,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률 기준임 

각 팩터에 대한 분석보다는 멀티 팩터 구성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널리 알려

져있고, 활용하기에 용이한 팩터를 선택했다. 모멘텀 팩터 중 이익 모멘텀 팩터는 수익률 측면

에서는 우수하나 미래 예상에 대한 가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 종목 비중 배분 역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선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투자 유니버스로 잡은 이유는 가능한 스몰캡 종목에 의한 사이즈 효과를 배제하기 위

해서다. 

테스트 기간은 FnGuide 모멘텀&밸류 지수가 2009년 이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성과 비교

를 위해 동일하게 2009년 이후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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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팩터: 밸류, 모멘텀 팩터는 투자 유니버스 대비 우월한 누적 성과 기록 

이미 알고있던 대로, 투자 유니버스 및 주요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되는 KOSPI 지수에 비해 

두 단일 팩터의 누적 성과는 우월했다. 11월 말 기준, 유니버스(이하 UV)의 누적 수익률은 

+45.3%인데 반해 밸류 팩터는 +126.0%, 모멘텀 팩터는 +111.5%의 성과를 기록했다. (같

은 기간 KOSPI 누적 수익률은 +75.9%) 

앞서 살펴본 스타일 지수의 누적 수익률이 밸류 팩터 기준 +117.5%를 기록했음을 고려하면, 

단일 팩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멀티 팩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스타일 

팩터의 경우 1:1로 비교가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앞서 확인했듯이, 2016 년 밸류 팩터의 약

진과 모멘텀 팩터의 부진 현상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두 개별 팩터의 누적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상회함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모멘텀 

팩터의 경우 2011년 상반기까지는 UV 성과를 하회하는 데 반해, 2014년 이후에는 성과가 

UV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UV 대비 두 팩터의 추적 오차는 밸류 8.2%, 모멘텀 13.2%로 모멘

텀 팩터의 수익률 변동성이 더 크다. 연환산 정보비율(IR) 역시 밸류 1.38, 모멘텀 0.70으로 

위험 조정 수익률 관점에서는 밸류 팩터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 시점에 따른 최대 손해율을 의미하는 Maximum Draw Down(이하 

MDD) 역시 밸류 -26.8%, 모멘텀 -39.6%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있어 모멘텀 팩

터는 리스크가 큰 선택이다. 

 

 

 

[도표 8] Value_직전 4분기 지배주주 기준 순자산  [도표 9] Momentum_12개월 가격 모멘텀(최근 1개월 제외)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Log Index)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Log Index)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09 '10 '11 '12 '13 '14 '15 '16

Universe S_Value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09 '10 '11 '12 '13 '14 '15 '16

Universe S_Momentum



 
 

Quant Issue : 밸류와 모멘텀 팩터를 결합하는 몇 가지 방법 

Mix? or Integrate? 

 
 

 
 12  Research Center 

 
 

이제 두 팩터에 대해 Mix와 Integrate의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생

성한 후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 볼 차례다.  

Mixed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스타일 지수 비교에서 활용했던 대로 밸

류와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각각 구성하여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과, 유니

버스를 5분위가 아닌 10분위로 나누어 밸류 1분위와 모멘텀 1분위에 속하는 종목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적용하기에는 간단하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 수가 두 번째 방식의 2배

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가 적지 않게 달라짐에 따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 방식은 각 팩터의 극단값을 가진 종목만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비교해

보기로 한다. 두 방식 모두 월별 수익률은 팩터별 1분위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을 평균하

는 방식을 택했다. (5분위/10분위 기준 1분위 수익률이라는 점이 차이) 

Integrated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인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과 다르지 않다. 유니버스 

종목에 대해 두 가지 팩터에 대한 지표를 확인한 후 각 팩터의 Z-Score를 평균한 값을 새로

운 Z-Score로 산정, 1분위 포트폴리오를 매수하는 전략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별 수익률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단순 Mixed 방식과 Integrated 방식의 2009년 이후 누적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오

히려 수익률 차이는 Mixed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방식에서 나타났다.  

단일 팩터 기준, 모멘텀과 밸류 팩터 포트폴리오에 동일 가중으로 투자한 Mixed 방식(Mix_01)

의 경우 누적 수익률은 +127%로 상대적으로 팩터 노출도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Mixed 포

트폴리오(Mix_02, +176.5%)보다 부진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Mix_01 포트폴리오는 

2011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Mix_02, Integrated 포트폴리오 대비 우월한 성과를 기록했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두 포트폴리오 대비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도표 10] 각 전략별 2009년 이후 누적 수익률 추이 – Mixed/Integrated 전략간 차이는 미미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16년은 11월 말까지의 수익률 데이터, Log Index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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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상으로는 반드시 

Mixed 포트폴리오 방식이 Integrated 방식 대비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의 수익

률이 단일 팩터 포트폴리오 대비 안정적이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도 높다는 점이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추적 오차 (Tracking Error)와 정보 비율

(Information Ratio) 관점에서도 단일 팩터 대비 멀티 팩터의 안정성이 확인된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상회할 가능성인 Hit Ratio 역시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에서 개선되었다. 

[도표 11] 각 전략별 성과지표 (단위: %) 
 

  단일_밸류 단일_모멘텀 Mix_01 Mix_02 Integrated 

Tracking Error 8.23% 13.21% 4.68% 7.65% 9.50% 

Universe 초과 수익률 11.26% 9.13% 11.40% 18.97% 20.57% 

Information Ratio 1.37  0.69  2.44  2.48  2.16  

Maximum Draw Down -26.77% -39.58% -26.11% -24.34% -23.02% 

Hit Ratio 55.8% 58.9% 68.4% 58.9% 62.1%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각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의 성과지표를 확인할 경우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 내린 결론과는 조

금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전체 기간의 연환산 초과 수익률(vs. UV)은 Mix_02와 Integrated 

포트폴리오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ix_01 포트폴리오의 경우 단일 밸류 포트폴리오

와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트래킹 에러를 고려한 IR 지표를 확인해 보면,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의 IR은 모두 단일 

팩터 포트폴리오 대비 우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IR 지표값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Mix_02 

포트폴리오(2.50)였지만, 누적 수익률이 가장 뒤떨어졌던 Mix_01 포트폴리오의 IR도 2.47을 

기록, 뒤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했던 Integrated 포트폴리오의 IR은 

Mixed 방식에 비해 부진했다. 즉, 위험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는 Integrated 방식에 비해 

Mixed 방식이 유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DD 관점에서 보면 아쉽게도 Mixed 방식이 불리하다. 그러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Universe 수익률을 초과할 가능성인 Hit Ratio는 Mix_01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다. 여러 지표를 참조한 결과, 투자자의 성향(위험 선호 등)에 따라 Mixed 방식과 

Integrated 방식의 선호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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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간을 늘린 결과, Mixed 방식이 안정적 초과 수익 획득 측면에서 유리 

비교 기간이 짧아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기

간을 조금 더 늘려보았다. 테스트 기간을 2006년 이후로 조정한 것 이외의 과거 데이터 시뮬

레이션 조건은 동일하다.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점은 Value 팩터 약진, Momentum 팩터 부

진 양상이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여전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Mixed/Integrated 방식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단일 팩터 대비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의 장점이 희석되는 양상을 보였다. Universe 대비 

초과 수익률, IR 지표, MDD 측면에서 모두 밸류 단일 팩터 포트폴리오에 비해 멀티 팩터 포트

폴리오가 낫다는 점을 찾기 어려웠다. Hit Ratio만 유일하게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에서 상승했

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모멘텀 팩터의 부진 심화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에 집중할 경우,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Integrated 방식에 

비해 Mixed 방식이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 2009년 이후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면 Universe 초과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Mix_01 방식으로 멀티 팩터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획득한다는 관점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본다. 

 

[도표 12] 각 전략별 성과지표 – 2006년 이후 (단위: %)  
  단일_밸류 단일_모멘텀 Mix_01 Mix_02 Integrated 

Tracking Error 8.35% 13.54% 5.48% 7.83% 10.27% 

Universe 초과 수익률 15.72% 3.42% 9.70% 12.65% 12.62% 

Information Ratio 1.88  0.25  1.77  1.62  1.23  

Maximum Draw Down -70.00% -163.35% -104.74% -109.14% -130.99% 

Hit Ratio 58.0% 54.2% 65.6% 56.5% 58.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각 전략별 2006년 이후 누적 수익률 추이 – Mixed/Integrated 전략간 차이는 미미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Log Index 기준, 2005년 12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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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 Sequential Method 

밸류와 모멘텀 팩터 두 가지를 활용한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Mixed 방

식과 Integrated 방식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단순히 두 가지 전략을 섞거나(Mix), 

동시에 두 팩터를 고려(Integrated)하는 방법 이외에도 두 가지 팩터를 적용하는 것에 순서를 

두는 것이다.  

즉, 밸류 팩터 상위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종목들을 다시 모멘텀 팩터로 정렬하여 밸류 팩터 상

위 종목 중 모멘텀 상위 종목을 고르거나, 또는 순서를 반대로 하는 방법이다. 일종의 스크리

닝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유니버스 등 포트폴리오 구성 기본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하여 앞에서 살펴봤던 단일 팩터 포

트폴리오 및 Mixed/Integrated 포트폴리오 결과와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순차적 팩터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테스트와 유사한 수준의 구성 종목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1차적으

로 적용하는 팩터에서는 2분위까지 스크리닝 한 후 2차 팩터를 기준으로 상위 50%를 편입하

는 방식을 택했다.  

밸류 팩터를 1차로 적용한 뒤 모멘텀 팩터를 적용하는 전략(Seq_V/M)과, 모멘텀 팩터를 우

선 적용한 후에 밸류 팩터를 적용(Seq_M/V)하는 두 가지 전략을 테스트했다. 해당 전략의 과

거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 차트와 같다. 

테스트 기간별 수익률 차이가 관찰된다. 2009년 이후 모멘텀 팩터를 우선으로 한 Seq_M/V 

전략의 누적 수익률이 밸류 팩터를 우선으로 한 Seq_V/M 전략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반면 테스트 기간을 2006년 이후로 늘릴 경우, 두 전략 간의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으나, 대

부분의 기간에서 Seq_V/M 포트폴리오가 우위를 점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결국 특정 국

면에서 우수한 팩터를 먼저 채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표 14] Sequantial_2006년 이후 누적 수익률 추이  [도표 15] Sequantial_2009년 이후 누적 수익률 추이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5년 12월=100)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5년 12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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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tial 방식 2가지를 포함한 전체 전략별 성과 지표 및 누적 수익률 차트는 아래와 같다. 

테스트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6년 이후 누적 성과와, 2009년 이후 누적 성과를 

모두 나타냈다. 테스트 기간과 관계 없이 Sequential 방식의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는 Mixed/ 

Integrated 방식에 비해 뚜렷한 장점을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전략 중 밸류와 모멘텀 팩터 포트폴리오에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Mix_01 포트폴리오

의 성과가 가장 안정적이었다. 2006년 이후엔 단일 밸류 팩터 포트폴리오에 비해 우월하진 않

지만, 상대적으로 지수 변동성이 낮아진 2009년 이후에는 성과가 나아진 경향을 보인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국내 경제의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또는 박스권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주를 지향하는 

밸류 포트폴리오를 투자 전략으로 삼더라도, 일부 모멘텀 팩터로 보완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도표 16] 각 전략별 성과지표 – 2006년 이후 (단위: %)  
  단일_밸류 단일_모멘텀 Mix_01 Mix_02 Integrated Seq_V/M Seq_M/V 

Tracking Error 8.35% 13.54% 5.48% 7.83% 10.27% 7.15% 8.76% 

Universe 초과 수익률 15.72% 3.42% 9.70% 12.65% 12.62% 7.18% 6.35% 

Information Ratio 1.88  0.25  1.77  1.62  1.23  1.00  0.73  

Maximum DD -70.00% -163.35% -104.7% -109.14% -130.99% -93.86% -122.15% 

Hit Ratio 58.0% 54.2% 65.6% 56.5% 58.0% 56.5% 55.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추적오차, 초과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도표 17] 각 전략별 성과지표 – 2009년 이후 (단위: %)  
  단일_밸류 단일_모멘텀 Mix_01 Mix_02 Integrated Seq_V/M Seq_M/V 

Tracking Error 8.23% 13.21% 4.68% 7.65% 9.50% 6.87% 8.05% 

Universe 초과 수익률 11.26% 9.13% 11.40% 18.97% 20.57% 5.85% 9.26% 

Information Ratio 1.37  0.69  2.44  2.48  2.16  0.85  1.15  

Maximum DD -26.77% -39.58% -26.1% -24.34% -23.02% -27.96% -25.38% 

Hit Ratio 55.8% 58.9% 68.4% 58.9% 62.1% 54.7% 55.8%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추적오차, 초과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도표 18] 2006년 이후 전략별 누적 수익률 추이  [도표 19] 2009년 이후 전략별 누적 수익률 추이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Log Index 기준)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Log Index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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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테스트 – 리밸런싱 주기에 따른 변화는 어떨까? 

지금까지의 과거 데이터 시뮬레이션은 테스트 기간과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서만 

차이를 두었다. 리밸런싱 주기는 월간으로 일정했다. 그러나 Newfound Research에서 지적했

듯이, 밸류 팩터와 모멘텀 팩터의 프리미엄 만기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월간 리밸런싱의 경우 

모멘텀 팩터에 의한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기존 스타일 지수를 활용했을 때도 리밸런싱 주기에 의한 차이가 있었다. Integrated 전

략을 활용한 지수는 리밸런싱 주기가 분기 기준이었으나, Mix 전략에 활용한 스타일 지수는 

정기 변경이 반기 기준이었고, 실제 포트폴리오에서의 종목 교체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에 따라 리밸런싱 주기를 3개월, 6개월로 늘려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다만 

Sequential 전략은 제외했다. 리밸런싱 주기와 무관하게 수익률은 월별 단위로 평가했다. 리밸

런싱 주기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테스트 기간은 2009년 이후로 한정했다. 분기 리

밸런싱은 3월, 6월, 9월, 12월 말, 반기 리밸런싱은 6월, 12월 말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리밸런싱 주기를 변경해도 최종 수익률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전략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단일 모멘텀 팩터의 경우 리밸런싱 주기를 늘릴수록 누적 수익률 및 유니버

스 대비 초과 수익률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 이후 하락장에서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단일 모멘텀 팩터는 IR, MDD 측면에서도 리밸런싱 주기를 늘릴

수록 부진한 결과를 보여, 모멘텀 전략의 성과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빠른 회전에서 기인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외의 결과는 월별 리밸런싱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하다. 단일 팩터 대비 멀티 팩터 포트

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이 높고, Information Ratio와 Hit Ratio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Mix_02 전략과 Integrated 전략의 경우 수익률 차이는 미미했으나, IR은 Mix_02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0] 전략별 09년 이후 누적 수익률: 분기 리밸런싱  [도표 21] 전략별 09년 이후 누적 수익률: 반기 리밸런싱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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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밸런싱 주기를 변화시키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모멘텀 전략의 성과 부진이다. 멀티 팩

터 포트폴리오 역시 모멘텀 팩터의 기여도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Mix_01 포트

폴리오는 모멘텀 팩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리밸런싱 주기가 길어질수록 초과 수익률이 훼손

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또한 월별 리밸런싱인 경우 분기/반기별 리밸런싱 대비 성과 

지표가 양호했다. 

Integrated 포트폴리오 역시 Mix_01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Mix_02 포트

폴리오는 분기별 리밸런싱인 경우 성과 지표가 가장 양호했다. 단일 밸류 포트폴리오도 월별 

리밸런싱 결과가 양호했으나, 차이는 미미하다. 비약적인 추론일 수도 있으나, 프리미엄 만기

가 다른 두 팩터를 결합하면서 밸류 팩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리밸런싱 주기를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닐까? 

결국, 상관관계가 낮은 두 팩터를 혼합함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포트폴

리오 구성 방식은 Mixed 방법을 기본으로, 리밸런싱 주기는 1개월보다는 3개월 이상으로 늘

리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 최적화된 것으로 본다. 

 

 

 

 

 

[도표 22] 단일/멀티 팩터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주기 변화에 따른 성과지표 (단위: %)  
    Tracking 

Error 
Universe 

초과 수익률 
Information 

Ratio 
Maximum 

Draw Down Hit Ratio 

밸류 월간 8.23% 11.26% 1.37  -26.77% 55.79% 

 분기 8.41% 11.43% 1.36  -26.70% 53.68% 

 반기 8.14% 10.96% 1.35  -26.70% 51.58% 

모멘텀 월간 13.21% 9.13% 0.69  -39.58% 58.95% 

 분기 13.23% 6.93% 0.52  -42.65% 61.05% 

 반기 13.11% 4.52% 0.34  -45.04% 61.05% 

Mix_01 월간 4.68% 11.40% 2.44  -26.11% 68.42% 

 분기 4.90% 10.26% 2.09  -27.61% 65.26% 

 반기 4.89% 8.60% 1.76  -27.24% 63.16% 

Mix_02 월간 7.65% 18.97% 2.48  -24.34% 58.95% 

 분기 7.51% 20.25% 2.70  -27.01% 63.16% 

 반기 7.22% 19.45% 2.69  -28.15% 63.16% 

Integrated 월간 9.50% 20.57% 2.16  -23.02% 62.11% 

 분기 9.43% 18.92% 2.01  -24.18% 60.00% 

 반기 9.45% 19.70% 2.08  -25.73% 61.05%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9년 이후, T/E, 초과 수익률은 Annualized dat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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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3] 전략/리밸런싱 주기별: 초과 수익률 – Mixed  [도표 24] 전략/리밸런싱 주기별: Information Ratio - Mixed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9년 이후)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9년 이후) 

[도표 25] 전략/리밸런싱 주기별: MDD – 모멘텀 부진  [도표 26] 전략/리밸런싱 주기별: Hit Ratio - Mixed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9년 이후)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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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 멀티 팩터 전략의 리밸런싱 주기별 누적 수익률 차트 (2009년 이후) 

[도표 27] 단일 팩터 – 밸류 (P/B_TTM)  [도표 28] 단일 팩터 – 모멘텀 (직전 12개월 가격 모멘텀, ex 1M)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도표 29] 멀티 팩터 – Mixed: 밸류/모멘텀 동일 가중  [도표 30] 멀티 팩터 – Mixed: 밸류/모멘텀 1분위 포트폴리오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도표 31] 멀티 팩터 – Integrated: 평균 Z-score 1분위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12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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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 Issue : 밸류와 모멘텀 팩터를 결합하는 몇 가지 방법 

Mix? or Inte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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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just Integrate, consider Mix. And more…? 

스마트 베타 지수 및 중대형주를 활용한 팩터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전반적으로 

Integrated 포트폴리오보다 Mixed 포트폴리오를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Mixed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테스트 결

과를 고려하면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은 각 팩터의 1분위 포트폴리오에 속한 종목을 모

두 포함하는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리밸런싱 주기는 1개월보다 3개월이 낫다.  

결국 AQR이 주장한 것 보다는 Newfound Research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Integrated 방식을 배제하는 것 역시 무리한 결론이 될 것이다. 멀티 팩터 포트폴리오

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번에는 2개의, 상관관계가 아주 낮은 팩터로만 구성했지만, 팩터 개수가 

늘어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해야 할 팩터가 증가할 수록 Integrated 방

식이 갖는 장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여러 측면을 살펴봤으나, 이번 리포트를 작성 이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남아있다. 우선 

이번 테스트에서는 수수료,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모멘텀 팩터의 높은 회전율을 고려한

다면,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율에 따른 수익률 차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Mixed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리포트에는 Mixed 방식에서 팩터 포트폴

리오를 동일 가중(Mix_01)하거나, 팩터별 1분위 포트폴리오를 결합(Mix_02)하는 방법을 활용

했다. 월별 리밸런싱 기준, Mix_01 포트폴리오의 성과도 주목할 만 하다. 리포트 내 결과는 단

일 팩터 포트폴리오를 ‘동일 가중’했다는 점에서 개선 가능성이 엿보인다. 가중 비중을 최적화

하거나, 또는 동적으로 가중 비중을 달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 비중을 조절하는 것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상승장, 하락장 등의 증시 국면별 

밸류/모멘텀 팩터의 우열이 나뉘는 점을 활용, 국면별 비중 조절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하다. 

사이즈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나, 중소형주의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밸류와 모멘텀을 활용했으

나, 밸류와 퀄리티 팩터 역시 대표적인 상관관계가 낮은 스타일이다. 국내 증시에서 밸류, 모멘

텀 보다 퀄리티 팩터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경향이 보이는데, 멀티 팩터 포트폴

리오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