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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University 

 

1. ETF 이슈리포트 

[ETF관련 파생상품 도입 논의] 
 

ETF 이슈리포트를 통해 ETF 시장의 현황 및 트렌드 
분석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2015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중 ETF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에 대해 알고 넘어가는 시
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국내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파생시장에는 여러가지의 신상품이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래봅니다.  
 

 2015년, 국내증권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파생상품시장에는 여러가지 신상품 도입이 예정 

 배당지수선물-배당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新배당지수 런칭. 이를 기반으로 한 ETF도 5개 상장 

 올해는 배당주 확대에 대한 위험관리의 수단으로 배당

지수선물 도입 예정 

 또한, 섹터지수선물 기초자산 추가 및 제도 개선 예정 

 해외지수추종 ETF에 대한 위험관리 위해 ETF선물도 

도입될 예정 

 현재, ETF 기반의 파생상품은 ETF옵션이 주를 이루

고 있음.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ETF옵션이 1998년 

도입된 이래로 크게 성장하였음 

 국내 시장 도입시 업계 관계자들과의 상품의 적합성, 

출시 시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 상품 

출시의 성공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 

 

 
2015년에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 상품 시장 제도의 주
요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해 11월 25일, 정
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2015년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 관심 있게 지켜
볼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의 확대, 자본 시장 역동성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 도입, 자본 시장의 투자위험 관리 수
단 제공 등이 그것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주식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현행 +- 15%에서 +- 30%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장
의 가격 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안정화 장치 또한 
재정비될 예정인데, 현행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지수하
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         
 
파생상품 시장은 새로운 상품 도입 계획이 눈에 많이 

띈다. 배당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새롭게 런칭된 배당
지수의 선물 상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외지수 ETF의 
선물 상장 또한 언급되었다. 또한, 섹터지수 선물의 기
초자산이 추가되고 KOSPI200 섹터지수가 개편되며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선물이 상장될 예정이다.  
 

1) 파생 신상품 도입 - 배당지수선물 

 
금융위의 배당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新배당지수 4종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ETF 
또한 빠르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금융위는 올해에
는 배당주 투자 확대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배당지
수선물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新 배당지수 4
종에 대한 선물 도입이 아니라 시장 수요가 큰 배당지
수를 기초자산을 선정하여 올 상반기 내에 해당 선물을 
상장할 예정이다.  
 
[표3-1. 新 배당지수 개요] 

 코스피 고배당 KRX 고배당 코스피 배당성장 코스피 우선주 

지수 개요 배당수익률이 

높은 코스피 

50종목 

거래소 상장 

주식 중 배당

수익률 상위 

50종목 

배당성장성 상위 

50종목 

배당 지급의 

우선주 상위

20종목 

구성종목수 50 50 50 20 

정기변경 연 1회 (6월) 

지수가중방식 배당수익률 가중 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 

시총상한 3% 3% 5% 20% 

지수 시가총액 60.5조원 46.3조원 256.5조원 6.9조원 

※ 자료 : 한국거래소 

 
新 배당지수 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배당
지수를 기초로 하는 5개의 ETF가 상장되었다. 배당수
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코스피 고배당 ETF가 2
개 상장되었고, 배당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코스피 배당
성장 ETF가 3개 상장되었다.  
 
[표3-2. 신 배당지수 ETF] 

ETF 순자산 
기초지수 최근 5일 일평균 거래

량 

TIGER 코스피고배당 248  코스피 고배당 29,963  

TIGER 배당성장 200  코스피 배당성장 20,387  

마이티 코스피고배당 198  코스피 고배당 2,053  

KODEX 배당성장 111  코스피 배당성장 12,617  

KINDEX 배당성장 78  코스피 배당성장 77,315  

※ 자료 : Bloomberg 
 

" 배당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新배당지수 4종

이 런칭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ETF가 5개 상장되

었다. 위험관리수단 제공 차원에서 시장 수요가 큰 지

수를 기반으로 배당지수선물이 도입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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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섹터 지수 선물 기초자산 추가 및 제도 개선 

 
지난해 11월 17일, 섹터지수선물 4종이 신규로 상장되
었다. 이에 앞서 KOSPI200 섹터지수가 국제기준을 반
영하여 구성종목 개편 및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가장 
먼저 상장된 섹터지수선물 4종은 KOSPI200 에너지/
화학, KOSPI200 정보기술, KOSPI200 금융, KOS-
PI200 경기소비재였다.  
그 후속 작업으로 2015년 상반기 중 KOSPI 200 섹터
지수 개편이 모두 완료 되고 산업재, 철강소재, 생활소
비재, 건강관리, 통신서비스로 섹터지수선물 라인업 확
충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3-1. 개편 이후 KOSPI200 섹터지수 변화] 

 

※ 자료 : 한국거래소  

 
그러나, 상장된 4개 섹터지수선물의 거래 성적은 다소 
실망스럽다. 상장 이후 정보기술과 경기소비재 지수 선
물은 상장 이후 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에너지화
학, 금융 또한 총 거래량이 34계약으로 거래 실적이 저
조하다.  
 
[표3-3. 섹터지수선물 시장 현황] 

구분 내용 

거래종목 KOSPI 200 금융, 경기소비재, 에너지화학, 정보기술 

활용 방법 섹터ETF와 현/선물 연계거래 등 

호가 단위 0.5pt 

1포인트 당 가격 5만원 

증거금율 거래증거금 7%, 위탁증거금 10.5% 

거래개시일 11월 17일 

거래 실적 34계약 

※ 자료 : 한국거래소 

 
높은 기본 거래금액 및 해당 ETF의 거래량인 적은 점
은 섹터지수선물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금융섹터선물 한 계약
을 매수하려면 약 3,583만원(1/15 종가 717 * 5만원)
이 필요하다.  
 
 

 
섹터 ETF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
해 기초지수가 같은 섹터지수선물을 매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섹터 ETF의 거래가 부진한 것
도 아직까지 선물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이
유로 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KOSPI200 섹터지수가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개편이 진행되었고, 4종의 섹터지수선물이 상장되었다.

그 후속작업으로 올해에는 지수 개편이 마무리되고, 섹

터지수선물 라인업 확충이 예정되어 있다. " 

 

3) 자본 시장의 투자 위험 관리수단 - ETF선물 

 
추가적으로, 금융위는 2015년 하반기 중 해외지수 추
종 ETF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ETF 선물을 상장한
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지수 ETF는 총 
44개(금, 은 등 상품 자산군 포함)이다. 2014년 신규 
상장된 26개의 ETF 중 19개가 해외 지수 ETF였다.  
 
국내 ETF 시장에서 해외지수 ETF 도입이 활성화된 
데에는 국내 운용사의 중국 직접 투자 라이선스의 확보 
및 합성 등 다양한 운용 방식 도입, 그리고 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에 발맞추는 운용사의 상품 공급 확대 등
으로 해석된다.  
 
2012년 말 이후 중국 QFII 보유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중국 본토 ETF 상장이 잇따랐으며, 2012년 합성 ETF
의 도입으로 다양한 국가별, 지역별 ETF 상장이 확대
되었다.  
 
[그림3-2. 연도별 해외지수 ETF 상장 현황] 

 

※ 자료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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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유형별 해외 지수 ETF 상장 현황] 

구분 투자대상 상장 ETF수 순자산(억원) 

국가 미국, 독일, 브라질, 인도, 일본, 

중국A주 및 H주 

19 6,580 

그룹 월드, 선진국, 신흥국, 유럽,  

라틴, 브릭스 

7 724 

섹터 미국 IT/금융/산업재/바이오 5 753 

상품 구리, 금, 은, 금속, 원유, 콩,  

농산물, 미국 리츠 

11 1,377 

채권 글로벌 하이일드 2 146 

※ 자료 : 한국거래소 

 
또한, 해외 지수 ETF의 상품 확대는 국내 투자자의 해
외 수요 확대에 발맞추는 대응이라고 판단되는데, 
2014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직접 투자 보유 금액은 전
년 대비 약 30% 증가한 4.8조원까지 확대되었다. 
2013년도에도 31.2%의 높은 증가세가 기록되었는데, 
국내 증시의 매력 반감에 따라 해외 투자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3-3. 국내 투자자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 

 

※ 자료 : 한국거래소  
 

4) 참고. 미국의 ETF 기반의 파생상품 현황 

 
그렇다면, ETF 기반의 파생상품 현황은 어떠할까? 현
재 ETF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은 ETF 옵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ETF선물은 Eurex에만 3종
목 상장),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도
입이 미미한 상황이다. Eurex에는 ETF 선물 3종목, 
ETF 옵션 21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 ETF를 기반으로 한 첫 옵션 상품
이 상장되었다. SPDR S&P 500 섹터와 S&P Mid cap 
ETF 옵션이 그것이다. 그 이후 2005년 100개, 2010
년 372개에서 2013년 말 기준 544개 ETF 옵션이 상
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1월에 SPDR 
S&P500 ETF 옵션이 상장된 이후 ETF 옵션의 거래
량은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주식 옵션 거래량의 수준까
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4 참고).  

 
[그림3-4. 미국 ETF 옵션과 주식 옵션의 거래량 추이(십억달러)] 

 

※ 자료 : JP Morgan 

 
미국시장의 ETF 옵션은 주식, 주식 섹터, 국가 주식 
지수, 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하여 상장되어 있다. 
JP Morgan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시장 ETF 옵션의 
주된 활용은 헷지 목적으로 파악된다. 2001년 이후 
ETF 옵션의 풋-콜 Ratio는 평균적으로 약 1.7 내외
이다. 풋-콜 Ratio가 1를 넘게 되면 풋의 거래가 콜 
거래 대비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하락에 대한 방어를 
위한 ETF 풋옵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3-5. ETF 옵션 풋-콜 Ratio 와 지수 옵션, 주식 옵션 비교] 

 

※ 자료 : JP Morgan 

※ 주 : Put-call Ratio는 미결제약정 기준 

 

" 전세계적으로 ETF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은 ETF옵

션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미국 시장에는 전체 

ETF 중 약 1/3 가량에 대한 옵션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의 거래 규모는 주식 옵션의 거래량 수준까지 확

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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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기준으로 미국 대표지수 ETF 옵션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SPDR S&P 500 ETF 옵션은 
2005년 1월 상장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확대되었다. SPDR S&P 500 옵션이 빠르게 거래 활성
화가 된 주요 이유로는 상대적을 작은 거래 단위였다. 
S&P500 지수 옵션의 거래 금액 단위의 약 1/10 수준
으로 개인 투자자 및 중소 기관투자자를 동 시장으로 
빠르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매도매수호가
가 지수 옵션 대비 촘촘하여 전반적인 거래 비용측면에
서 지수 옵션보다 ETF 옵션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떠올랐다.  
 
[표3-5. CBOE의 지수옵션과 ETF옵션 거래비교] 

지수옵션 ETF옵션 

종목 
일평균

거래량 

평균가격

(USD) 
종목 

일평균 

거래량 

평균가격

(USD) 

S&P500 697.83 2,040 SPY 530.63 160 

S&P500 미니 0.32 537    

Dow Jones 5.07 284 DIA 10.48 186 

Nasdaq100 27.86 1,834 QQQ 102.04 103 

Nasdaq100미니  0.46 748    

Russell 2000 17.60 1,342 IWM 97.13 136 

※ 자료 : 한국거래소, CBOE(2012년 기준) 

※ 주 1 : 일평균거래량은 천계약 

※ 주 2 : CBOE 기준 통계치임. 미국ETF옵션은 CBOE를 제외한 다양한 거래소에도 상장되어있음 

※ 주 3 : SPY(SPDR S&P 500 ETF), DIA(SPDR DJ Industrial Average),  

QQQ(PowerShares QQQ Trust), IWM(iShares Russell 2000) 

 

[표3-6. 유형별 해외 지수 ETF 상장 현황] 

ETF옵션 거래량(백만계약) 전체ETF옵션대비 

SPDR S&P 500 ETF Trust  138.1  46.6% 

iShares Russell 2000   34.4  11.6% 

PowerShares QQQ Trust  25.3  8.5% 

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11.6  3.9% 

SPDR Gold Trust  6.8  2.3% 

Financial Select SPDR  4.4  1.5% 

Energy Select SPDR  2.6  0.9% 

SPDR DJ Industrial Average   2.5  0.8% 

Market Vectors Oil Services  0.5  0.2% 

※ 자료 : CBOE 

※ 주 : CBOE 기준 통계치임. 미국 ETF옵션은 CBOE를 제외한 다양한 거래소에도 상장되어있음 

 

 
미국의 ETF 옵션은 주식 옵션과 마찬가지로 실물인수
도 방식이다. 지수 옵션과는 달리 ETF의 가격도 시장
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시장가격 조작의 위험
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제 방식을 실물인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ETF 파생상품 도입은 ETF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헤지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된다. 또한, 차익거래 및 다양한 형태의 현물연
계거래를 통한 시장상호간의 가격발견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손쉽게 시장 참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과의 상품의 적합
성, 출시 시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 상품 
출시의 성공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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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F 단신 
 

 

지난 2주간 국내외 ETF 관련 기사 중 의미있는 기사만을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국내외 ETF 시장을 둘러싼 환경 
(규정, 경쟁구도, 산업트렌드 등)을 중심으로 ETF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을 공유하
고자 합니다. 

 
국내 주요 기사 

"스위스發 폭탄 피하자"…투자자들 금 ETF로 대피 (이데일리, 2015. 1.18)  

[링크: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12050100011570000726] 

스위스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인 프랑의 환율 하한선 포기를 선언한 이후 안전자산인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세계 최대 금 거래상품인 SPDR 

골드트러스트 금 보유 자산규모는 717.15메트릭톤으로 2011년 8월 이후 가장 많아짐. 올 들어 금 값은 6.8% 상승함. 유럽 경제가 악화되고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고 있음 

미니선물, 中ETF 등 연내 신상품 90개 상장 (머니투데이, 2015. 1.18)  

[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1810110933447&outlink=1] 

한국거래소는 18일, 2015년 신상품 계획을 발표함. 파생상품 10개, ETF 30개, ETN 50개 등 총 90개의 신상품을 상장시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힘. 파생상품은 미니 코스피200선물, 위안화 선물,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등 위험관리용 신상품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며, ETF와 ETN은 늘어나는 간접투

자 수요에 대응하여 대폭 확대됨. ETF는 배당지수, 지배구조지수, 코스닥, 채권형 액티브 ETF외에도 다양한 섹터에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예정. 지난

해 11월 개설된 ETN 시장은 조기 안착을 위해 신상품 상장 확대. 시총 상위 블루칩 50종목, 변동성지수 ETN 외에도 장외 ELS를 장내화한 ETN도 도입

될 예정. 후강통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중국 본토지수 패밀리 상품, 위안화 상품 등 관련 ETF, ETN도 상장을 추진할 예정임.  

 

해외 주요 기사 

전세계 ETP 시장 규모, 2015년 상반기 3조 달러를 상회 전망 [ETP Assets Set To Cross $3 Trillion In H12015] (valuewalk.com 2015.1.13) 

[링크: http://www.valuewalk.com/2015/01/etf-etp-assets-3-trillion/] 

2014년은 전세계 ETP 시장이 높은 성장을 한 한 해로 기록됨. 2.79조 달러까지 성장. ETFGI에 따르면, 시장의 규모는 2015년 상반기 중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미국 ETP시장은 2014년 말 2조 달러의 이정표를 넘어서며 이미 새로운 단계에 진입. 2014년 전세계 ETP 시장은 2.79조 달러의 

순자산과 5,580개 상품, 239개 운용사, 그리고 49개국의 62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12월의 자금 유입은 매우 놀라웠음 

블랙락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PIMCO는 그 반대의 상황에 직면 [BlackRock Gets Record New Money on ETF Demand, Pimco Woes]  

(Bloomberg 2015. 1.16) 

[링크: http://www.bloomberg.com/news/2015-01-15/blackrock-gets-record-new-money-on-etf-demand-pimco-woes.html] 

BlackRock은 지난 4분기 많은 자금 유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PIMCO의 부진과도 연관되어 있음. 지난 4분기 ETF로의 자금 유입(net inflows)은 약 878억 

달러로 이중 440억 달러는 Blackrock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 이러한 자금 유입은 빌그로스가 9월 말 PIMCO를 떠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투자자들은 약 480억 달러를 BlackRock의 채권 ETF에 투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