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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M -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 CAPM은 Sharpe, Treynor, Litner and Mossin 에 의해 소개된 1960년대 이론
● 체계적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설명
● 위험자산 가격평가모형
● 시장위험이 유일한 위험
● RE = rf + β(rm – rf)

○ RE = 기대수익률 , cost of equity capital 
○ β = beta coefficient ← 시장변동성에  대한 민감도, 클 수록 위험은 커진다.              
○ rf = risk free rate
○ rm = expected market return        
○ (rm – rf) = market premium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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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M이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조건
● 각 위험자산의 초과수익률 기대값은 오직 해당 자산의 베타에만 비례하고 다른 
어떤 것과는 독립적이다

● 베타는 항상 (+)이다
● 시장포트폴리오와 무관한 자산의 기대수익률 =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 시장포트폴리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시가총액비율로  만든 포트폴리오이지만  비단 
주식시장만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음

○ 따라서 실증적으로  CAPM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
○ 수 십년동안 CAPM은 실증적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성립안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90년대 
기존 지지자들로부터조차  버림받는 처지

○ 시카고 대학의 파마와 케네스 프렌치가 새로운 모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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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a-French three-factor model
● FF 모델의 목적은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 

○ 세 가지 리스크 요소 =  market risk, value risk and size risk.

● 기대수익률 = f(Beta, SMB, HML)
● SMB  as Size Factor = 시장가치의 크기, 소형주 포트폴리오와 대형주 
포트폴리오 각각의 return의 차이, Size risk 대용변수

● HML as Value Factor =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사이의 비율, 
High-book-to-market-equity 포트폴리오와 Low-book-to-market-equity 
포트폴리오 return의 차이, Value risk 대용변수

● 일반적으로 기대수익률은 FF가 더 높게 나옴.  이유는 FF는 CAPM와는 달리 
두 위험요소(Size, Value)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으며 리스크 프리미엄이 
기대수익률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

4



Fama-French three-factor model
RE = rf + β MKT(rm – rf) + β SMB(ESMB) + β HML(EHML)

● rm-rf, the excess return on the market.
● ESMB 소규모기업의  대규모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균적인 위험프리미엄

● EHML book-to-market-equity가 높은 기업의 낮은 기업에 대한 위험프리미엄

● SMB (Small Minus Big) is the average return on the three small portfolios 
minus the average return on the three big portfolios,

SMB = 1/3 (Small Value + Small Neutral + Small Growth) - 1/3 (Big Value + Big Neutral + Big Growth

● HML (High Minus Low) is the average return on the two value portfolios minus 
the average return on the two growth portfolios,

HML = 1/2 (Small Value + Big Value)  - 1/2 (Small Growth + Big Growth). 5



SMB와 HML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
1. 기업규모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2개의 포트폴리오(S, B) 구성 
2. 그 다음 이 2개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장부가/시가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분할하여 총 6개의 포트폴리오(S/저, S/중, S/고, B/저, B/중, 
B/고)를 구성 

3. 기업규모 차이로 인한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SMB는 세 개의 소규모 
포트폴리오(S/저, S/중, S/고) 수익률의 평균에서 대규모 포트폴리오(B/저, 
B/중, B/고) 수익률의 평균을 차감해서 계산 

4. 장부가/시가 차이로 인한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HML은 두 개의 높은 
장부가/시가 포트폴리오(S/고, B/고) 수익률의 평균에서 두 개의 낮은 장부가/
시가 포트폴리오(S/저, B/저) 수익률의 평균을 차감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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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ing Universe

Small Value Big Value

Small Neutral Big Neutral

Small Growth Big Growth

Market Cap
50th Percentile

Book Value
Market Cap

70th Percentile

30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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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a-French Overall Steps 
1. 데이터 수집 - Collectin data
2. 포트폴리오 구성 - Construct portfolios formed on Size and Value
3. 각각의 포트폴리오 평균수익률 - Calculate average returns of each portfolio
4. SMB 계산 - Calculate SMB
5. HML 계산 - Calculate HML
6.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 계산 - Calculate Rit-Rft
7. 시장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 계산 - Calculate RMt-Rft
8. 다중회귀분석 - Running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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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기업의 재무자료와 수익률 자료, 금리자료가 필요

● 개별기업주가 : 일별 수정주가(배당 및 유무상증가에 따른 주가변화반영)
● 시장수익률 : KOSPI지수수익률
● 무위험이자율 : 정기예금금리, CD91일물 수익률
● 기업규모(시가총액) : 보통주 주가 * 보통주 발행주식수 또는 매출액, 총자산
● 장부가치 : 자본총계 - 우선주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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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Sample
mkt_regr <- lm(data[,"stock.Excess"] ~ data[,"Mkt.RF"], 

na.action=na.omit)

mkt_alpha <- mkt_regr$coef[1]

mkt_beta <- mkt_regr$coef[2]

mkt_r2 <- summary(mkt_regr)$r.squared    

smb_regr <- lm(data[,"stock.Excess"] ~ data[,"SMB"],      

na.action=na.omit)

smb_alpha <- smb_regr$coef[1]

smb_beta <- smb_regr$coef[2]

smb_r2 <- summary(smb_regr)$r.squa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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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nalysis by Alex Petralia (http://52.2.13.97:3838/fama_french/)

R2값은 독립변수(팩터수익률)가 
종속변수(주가수익률)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가를 의미. 

이것은 알파와 베타값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나타내는 
대용변수임 .  

R2값이 낮고 베타값이 높다면 
베타값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델에서 베타를 
사용하는 것은 강건한(robust) 
결과를 만들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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