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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whether the rate of derivatives in leveraged exchange-traded funds 
(ETF) calculated by derivatives and net asset value (NAV) affect their tracking errors. This 
research established three findings. First, when the rate of derivatives was limited at 100%, 
the tracking error of the leveraged ETF targeted on 2 times of the index was affected by 
the rate of derivatives. Second, when the rate of derivatives was eased to 200%, the same-day 
tracking error of the leveraged ETF targeted on 2 times of the futures index that launched 
after the constraints was affected by the rate of derivatives.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constraints of the rate of derivatives after determining whether the leveraged ETF targeted 
on 2 times of the index indicates whether the rate of derivatives is close to 200%. As a 
result, even when the rate of derivatives is slightly over the 200% limit, the tracking error 
was lower. Even when the constraints were slightly over the limit, the tracking error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other data set. This result implies that when there 
is an institutional constraint on the rate of derivatives, there can be limitations to fund 
management of leveraged ETF targeted on 2 times of the future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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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ETF의추적오차관점에서

운용상제도적제약*

2)

 김 도 완 (한성 학교 조교수)
**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생상품의 험평가액을 ETF(Exchange-Traded Fund)의 순자산으로 나  ‘ 생상품 

비율’ 제한이 버리지 ETF 추 오차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고 있을 당시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는 

생상품 비율의 향을 받는다. 둘째, 생상품 비율이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당일 추 오차는 생상품 비율의 향을 받는다. 셋째, 

생상품 비율의 제한과 련하여,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자료에서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자료와 그 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생상품 비율의 200% 

제한을 약간 과하더라도 제한비율에 가까운 자료가 그 지 않은 자료보다 더 낮은 추 오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생상품 비율을 제도 으로 제한 할 경우,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 단어 : ETF(Exchange-Traded Fund), 포트폴리오, 추적오차, 파생상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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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장지수펀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TF(Exchange-Traded Fund)는 Kang(2013), Kim 

and Choi(2018)에 언 된 바와 같이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펀드를 말한다. 

이러한 ETF들은 Lee and Hong(2004), Choi and Lee(2012), Kim and Park(2017)의 연구에서 

언 된 것처럼 기존의 펀드들과 다르게 시장에서 직  거래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Kang et al.(2014), Choi and Yi(2016)에서 언 된 것과 같이 ETF는 1989년 북미에서 

처음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했고, 국내의 경우는 <그림 1>과 같이 2002년에 시가총액 기 으로 

약 3,854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재 약 40조 원의 규모로 크게 성장하 다.

<그림 1> 기간별 ETF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

가로축은 200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을 의미하고, 왼쪽 세로축은 각 기간의 ETF 상장증권수를 

의미해 주황색 실선으로 표시하 고, 오른쪽 세로축은 거래되는 ETF들의 시가총액을 란색 막 그래 로 

표시하 다.

이 게 성장한 ETF는 시가총액을 기 으로 규모의 측면만 아니라 다양성 측면에서도 많은 

발 이 있었는데, 그 에 표 인 상품이 버리지 련 ETF이다. 버리지 ETF는 Lee(2013), 

Kim(2016)에서와 같이 추종하는 지수와 비교해 2배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된 펀드를 의미

한다.1) 를 들어 KOSPI200 지수를 그 로 추종하는 ETF의 경우, 당일 지수가 1%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해당 ETF는 동일하게 1% 상승하거나 하락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버리지 ETF의 

경우, 그 2배인 2% 상승 혹은 하락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2) 이러한 버리지 ETF의 

1) 2배 이상의 버리지 ETF도 기술 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제도 으로는 재 불가능하다.

2) 버리지 ETF 상품에 따라 역으로 2배의 성과를 나타내도록 설계된 펀드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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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표 1>과 같이 2010년 2월 KOSPI2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KODEX 버리지가 

출시되었고, 이후에 TIGER 버리지, KINDEX 버리지가 출시되어 거래되다가, 그 이후에 

KODAQ150 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2015년 12월에 이것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코스닥150 

버리지, TIGER 코스닥 150 버리지도 출시되어 차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상장종목수가 증가하 다.

ETF명 추종지수 상장일 보수(%)

KODEX 버리지 KOSPI200 2010.02.22. 0.64
TIGER 버리지 KOSPI200 2010.04.09. 0.09
KINDEX 버리지 KOSPI200 2012.01.27. 0.30
KODEX 코스닥150 버리지 KOSDAQ150 2015.12.17. 0.64
TIGER 코스닥150 버리지 KOSDAQ150 2015.12.17. 0.32
KBSTAR 200선물 버리지 KOSPI200선물 2016.09.12. 0.60
KOSEF 200선물 버리지 KOSPI200선물 2016.09.12. 0.46
ARIRANG 200선물인버스2X KOSPI200선물 2016.09.22. 0.06
KBSTAR 200선물인버스2X KOSPI200선물 2016.09.22. 0.60
KODEX 200선물인버스2X KOSPI200선물 2016.09.22. 0.64
KOSEF 200선물인버스2X KOSPI200선물 2016.09.22. 0.46
TIGER 200선물인버스2X KOSPI200선물 2016.09.22. 0.09
ARIRANG 200선물 버리지 KOSPI200선물 2016.09.29. 0.06
TIGER 200선물 버리지 KOSPI200선물 2017.04.25. 0.09
KBSTAR 코스닥150선물 버리지 F-KOSDAQ150 2017.08.31. 0.60
KOSEF 코스닥150선물 버리지 F-KOSDAQ150 2018.03.16. 0.09

<표 1> 레버리지 ETF 현황(상장일, 종목 순으로 명시)

이러한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운용상 특징은 KOSPI200이나 KODAQ150과 

같이 해당 지수를 2배로 추종함에 있어서, 해당 지수에 속해있는 주식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2배의 버리지를 맞추기 해 추가로 해당 지수의 선물계약을 이용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버리지 ETF 운용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81조 ① 1. 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조 ⑥에 의해 생상품 험평가액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00% 이내로 제한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펀드운용의 자율성이 

낮을 수 있었다.3) 하지만 융 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제약과 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조 ⑥을 개선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들에 한해 생상품 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여 완화했다. 그런데 이러한 생상품 평가액 한도조정은 

기존의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운용에 자율성을 높이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 1>에서와 같이 KOSPI200의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거나, KOSDAQ150의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가 출시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3) 생상품 험평가액은 Kim and Park(2005)에 의하면 거래 액을 기 으로 산정되는데, 각 ETF 

포트폴리오의 선물계약수가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될 수 있고, 일일정산 한다는 에서 실질 으로는 

재 선물지수에 거래 승수를 곱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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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존의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추종하는 지수에 속한 주식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2배의 버리지는 선물계약을 이용해 맞추고 있었는데, 여기서 선물

계약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선물계약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는 선물지수가 아닌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배의 버리지를 만들기 해서 선물계약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 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ETF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선물계약은 버리지를 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지수가 아닌 선물지수 그 자체를 2배로 추종하는 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종목들보다는 선물계약을 통해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보다 

선물계약의 사용정도가 더 높을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선물계약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게 생상품 험평가액 한도가 ETF의 순자산에 200%로 제한되는 제도  

상황은 결과 으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수 혹은 선물지수를 2배를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운용목 은 ETF가 

해당지수의 변화에 동일한 2배만큼의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  

달성은 추종지수와 비교해 추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생상품 사용제한이 

운용목표에 해당되는 추 오차 감소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비교해 주로 선물계약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종지수의 2배 버리지를 맞추는 상황인데, 재의 생상품 

사용제한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보다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에 향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와 련하여 재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며, 국내에서 버리지 ETF와 련된 연구 자체가 다른 ETF 연구들과 

비교해 많지 않은 상황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리지 ETF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생상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버리지 ETF 추 오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제도와 련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상품 험평가액을 ETF의 순자산

으로 나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된 상황에서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는 생상품 비율의 향을 받는다. 그리고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완화한 

이후에는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고 있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당일 추 오차는 생상품 비율의 향을 받는다. 셋째, 생상품 

비율이 200%로 제한되는 경우,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는 생상품 

4) 앞서 버리지 ETF 정의에서 언 한 두 연구 외에 재 버리지 ETF 련 연구는 Cho(2013), 

Kim et al.(2015)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ETF 련 연구에 비하면 버리지 ETF 련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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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한의 향을 받는다. 이것은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것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ETF와 련된 기존의 문헌들을 살펴 

볼 것이며 제 3장에서는 본 연구를 한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소개 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실증하고 해석할 것이며, 이와 

련하여 필요한 추가가설을 제시하고 분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지 까지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 을 제시할 것이다.

2. 문헌연구

ETF와 련하여 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크게 시장효율성이나 추 오차, 변동성, 헷지 그리고 

제도 등과 련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버리지 ETF와 련된 연구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만, 

연구 자체는 다른 ETF와 비교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선, 버리지에 상 없이 ETF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시장효율성과 련된 연구로 선도지연이나 가격발견, 정보 달  

효과 등과 련된 연구가 존재한다. 여기서 ETF 시장에서의 선도지연은 ETF가 추종지수를 

따라가는 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반 로 추종지수가 ETF를 따라가는 상이 나타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연구이고 Choi(2007), Hahn(2007), Hahn and Lee(2007)의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한, 가격발견, 정보 달  효과와 련해서는 Kang(2009), Hahn and Han(2009), 

Kang et al.(2015), Yeom and Baek(2015)의 연구가 존재하며, 국외 연구로는 Chen and 

Chung(2012), Chu et al.(1999), So and Tae(2004), 버리지 ETF와 련해서는 Kim(2016)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런 연구는 여러 융시장에서 련된 자산이 거래되고 있을 때 하나의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그 정보가 여러 융시장에 반응하는 속도와 련된 연구이다. 결국, 

이러한 ETF 련 연구들은 ETF 상품들이 융시장에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서 시장에 효율 인지 

여부를 으로 연구한 것으로 ETF를 운용목 에 맞게 잘 운용했는지 여부와 ETF를 

운용하는데 있어 운용상 제도  제약을 확인하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5) 

여기서 ETF를 운용목 에 맞게 잘 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종지수가 있는 ETF를 

상으로 해당 ETF가 추종지수를 잘 따라가는 것 이외에도, 정확하게 따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한 측정지표가 추 오차이다. 추 오차는 Hur et al.(2012)의 연구에 

따르면 추종지수의 변화와 ETF의 변화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추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추종지수가 있는 ETF를 잘 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6) 그래서 추 오차와 

5) 시장효율성과 련된 연구 이외에도 변동성과 련한 Kong and Park(2012), 헷지와 련된 Byun

(2014), 수익률분포나 수수료 비 이익을 연구한 Eom and Park(2014), Woo and Choe(2012), 

경제상황과 련한 Kim et al.(2015)의 연구도 존재하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ETF 운용제약과 련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6) Chung(2012)의 경우, 추종지수의 변화와 ETF의 변화 차이를 그 로 계산하는 방법을 추 오차로 

정의했는데, 이것은 추종지수와 ETF를 비교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측도의 

의미가 있어 과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ETF 운용에 있어서 과성과에 

목표를 두게 되면, Hur et al.(2012)에서 정의한 추 오차 최소화에 지장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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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언 한 Hur et al.(2012)의 경우, 추 오차의 원인을 

ETF의 분배 , 추종지수의 변동성, 구성종목의 변경빈도에 따라 향을 받지만 운용사의 

운용능력은 향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Chung(2012)의 연구에서는 추 오차를 ETF와 

추종지수의 추 오차로 정의하고, 이것을 ETF와 순자산가치인 NAV(Net Asset Value)의 

추 오차, NAV와 추종지수의 추 오차로 구분하 고, ETF와 NAV의 추 오차가 많은 비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7) 한, ETF가 출시되기 이 부터 존재했던 인덱스펀드와 련하여 

Choi and Lee(2012)의 경우, 인덱스펀드가 ETF 상장 이후에 추종지수를 더 강하게 추종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지수를 그 로 추종하는 ETF가 아닌 2배로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와 련해서는 

Lee(2013)와 Cho(2013)의 연구가 존재한다. 먼 , Lee(2013)의 경우, 버리지 ETF 시장가격의 

수익률과 NAV의 수익률을 추종지수의 수익률과 비교해 추 오차를 산출하고 분석한 결과, 

두 추 오차는 음(-)의 값을 가진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과성과의 개념으로서 ETF 시장가격의 

수익률이 NAV의 수익률과 비교해 낮은 값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Cho(2013)의 

경우, ETF 시장가격과 이를 추종하는 지수의 움직임이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추 오차로 

인해 완 하지 못하며, 이로서 괴리율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언 했다. 그리고 괴리율을 ETF의 

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분자로 제시하고 순자산가치를 분모로 제시한 비율로 정의해서 

분석했는데, 순자산총액이 괴리율에 해 음(-)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율이 괴리율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추 오차와 련된 외국 문헌들을 살펴보면 Gastineau(2004), Gallagher and Segara(2005)의 

경우, ETF 시장에서 순자산가치인 NAV와 추종지수를 이용해 추 오차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분석하 는데, 이 연구들은 그 원인을 구체 으로 실증해보이지는 않았다. Lin and Chou(2006)의 

경우, TTT라는 만의 최  ETF 상품에서 수수료율, 추종지수 구성종목 변경, 분배 이 

추 오차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Shin and Soydemir(2010)의 연구에서는 미국 ETF 

상품에서 환율변화가 추 오차에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 그리고 ETF는 아니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련하여 Frino and Gallagher(2001)는 추종지수의 험, 구성종목 

변경, 분배  등이 추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과측면에서 Elton 

el al.(2002)는 SPDR이라고 불리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이용해 SPDR이 추종지수 

비 평가 되어있음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은 분배 과 련하여 보유계정이 분리되어 있는 

제도 인 부분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며, ETF와 순자산가치인 NAV의 괴리율 혹은 

가격오차율 측면에서는 Ackert and Tian(2008), Kim(2018)의 문헌이 존재한다. 결국, 지 까지 

언 된 추 오차와 련된 연구들의 경우, 법 인 제도와 련해 운용제약에 따른 추 오차의 

향을 확인하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제도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Lee and Moon(2009)과 같이 ETF의 과세제도와 련된 

7) 실제 ETF 련 상품설명서들을 살펴보면 추 오차는 순자산가치의 변화와 추종지수의 변화에 한 

차이를 기 으로 하고 있다.



Institutional Constraints on the Rate of Derivatives in Leveraged Exchange-Traded Fund

224

연구나 소비자보호와 련한 Yun(2016)의 연구, 법 규제와 련한 Lee(2012)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ETF 제도와 련된 연구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8)

지 까지 제시한 문헌들을 종합해보면은 시장효율성과 련된 연구와 추 오차 그리고 제도에 

련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시장효율성과 련된 연구의 경우, ETF의 운용과 련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ETF의 운용과 련 있는 추 오차의 연구들은 제도  제약보다는 부분 경제  

변수와 련된 연구로서 존재하고 있다.9) 한, 제도와 련된 연구도 과세제도나 소비자보호 

측면의 연구결과들이며, ETF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법 제약이 ETF의 운용 결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아니다. 그래서 재 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법 인 제약사항이 

펀드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은 법률 인 측면이 융시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연구로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연구다. 부연하면 지수나 선물지수를 추종 혹은 그 2배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해당 상품 자체를 투자하는 측면에서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투자된 다른 

자산에 해 험을 헷지하는 측면이나 무 험 차익거래 측면에서도 ETF를 이용할 수 있다. 

즉, ETF를 헷지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ETF의 추 오차가 높아지면 그만큼 ETF를 이용한 

헷지의 정확성이 낮아질 소지가 있으며 재 생상품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 인 상황이 

추 오차에 향을  수 있고 추가 으로 헷지의 정확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ETF를 차익거래 수단으로서 기 자산의 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무 험 차익거래 이론을 

용하더라도 추 오차로 인해 차익을 발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 역시 

생상품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  상항이 추 오차에 향을  수 있고 추가 으로 무 험 

차익거래에도 향을  수 있어 생상품 비율에 한 추 오차의 실증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리지 ETF를 운용하는데 있어 생상품 사용제한이 ETF의 

운용에 미치는 향을 추 오차의 에서 실증분석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토 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및분석자료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생상품 운용제한과 련하여 생상품 험평가액을 ETF의 순자산으로 

나 어 비율로 계산하고, 이 비율이 추 오차에 향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먼 , 생상품 

험평가액을 ETF의 순자산으로 나  값을 ‘ 생상품 비율’로 정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비율이 

100%로 제한되고 있을 당시에 운용되고 있었던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를 상으로 

생상품 비율 완화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할 것인데, 아래와 같이 가설을 제시해 볼 것이다.

8) Lee(2012)의 경우, ETF 법  규제와 련하여 버리지 ETF와 련한 언 은 있지만, 운용제약과 

련된 연구는 아니며, 일반투자자에 한 보호측면의 의견을 언 하고 있다. 한, 이 연구의 경우, 

실증분석이 포함된 재무 융 련 연구가 아닌 법학과 련한 연구이다.

9) Elton el al.(2002)의 연구의 경우, 분배 과 련한 계정이 분리된 제도 인 부분으로 추 오차를 

언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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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생상품 비율이 200%로 완화하기 에 100%로 제한되어 운용되고 있는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는 생상품 비율의 향을 받는다.

첫 번째 가설은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고 있을 시기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가 운용을 하는데 있어, 생상품 비율이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가설이다. 만약에 이 가설이 기각 된다면, 당시에 생상품 비율을 제도 으로 

완화 시킬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 로 이 가설을 기각 

할 수 없다면,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에 향을 주고 

있어, 생상품 비율을 제도 으로 완화하는 것을 당시에 고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하여 제도  완화가 되었지만 그 비율이 여 히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련하여, 가설 1과 비슷하게 

아래와 같이 추가로 가설을 제시해 볼 것이다.

가설 2: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는 생상품 비율의 향을 받는다.

두 번째 가설의 경우,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되어 제도 인 완화 조치가 

발생한 다음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련하여, 생상품 비율이 

추 오차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가설이다. 여기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다르다. 구체 으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자산의 많은 비 을 선물계약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지수에 속한 주식들과 선물계약을 함께 구성하여, 결과 으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는 포트폴리오 

구성성격이 다르다. 즉,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2배 버리지는 선물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것이 아닌 지수를 2배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ETF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추가로 2배의 버리지로 맞추기 한 수단을 선물계약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것이 아닌 선물지수 그 자체를 2배 

추종하기 해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종목들보다는 주로 선물계약을 통해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보다 선물계약의 사용 

정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10) 따라서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비교하여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는 생상품 사용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 상 없이 추 오차에 향을  수 있는 이유는 각 버리지 ETF가 

지수나 선물지수를 추종하되 그것을 그 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추종해야 하는데 여기서 

선물계약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즉, 선물계약의 경우 1계약 당 증거 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10) 실제로 본 연구의 기 통계량에서 생상품 비율의 변수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평균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평균보다 높게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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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 거래 액 단 가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과 비교해서 높기 때문에 생상품 비율을 제한하면 

버리지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고 이로 인해 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서 버리지를 

맞추기 해 선물계약이 9계약에서 10계약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9계약을 이용하면 생상품 

비율 제한을 넘지 않지만 버리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며 10계약을 이용하면 생상품 

비율 제한은 넘지만 버리지가 정확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9계약을 이용해서 버리지를 

정확히 맞추지 못해 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그래서 결과 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설 2를 통해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구체 으로 지 까지 언 한 가설 1과 가설 2를 통계 으로 

검증하는데 있어 생상품 비율에 한 향과 련해 Hur et al.(2012)의 방법론을 버리지 

ETF 분석에 맞게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제시할 것이다.

            (1)

                              

식 (1) 에 표시된 는 종목을 의미하고 는 시 을 의미하는데,  는 아래 식 (2)과 같이 

ETF의 추 오차,  는 식 (3)과 같이 생상품 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서 생상품 

비율을 그 로 용할 경우 분포가 한쪽으로 쏠리는 상을 감안하여 자연로그를 통해 변수를 

변환해 사용한 것이다.12) 이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면 생상품 비율이 추 오차에 향을 

받는다.  는 ETF 포트폴리오에서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의 경우 KOSPI200 

지수나 KOSPI200 선물지수에서 구성되지 않은 자산항목으로서 이러한 비율이 추 오차에 

향을 미칠 수 있어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는 Hur et al.(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ETF 순자산가치에 자연로그 ln을 취한 값을 의미하여 순자산가치에 한 크기가 추 오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통제변수로 사용하 고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은 아래와 

같이 식 (4), 식 (5)로 계산했다.

   
 (2)

     

 포트폴리오에서 파생상품 평가액  (3)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자산
(4)

11)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 동안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선물계약수가 평균 으로 

15계약이며 이 정도 계약이면 1계약의 차이가 추 오차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부분과 련하여 자세한 분석은 추후 다른 연구에서 진행되길 기 한다.

12) 식 (2)에서 아래첨자가 NAV로 표시되면 ETF의 순자산가치의 일일변화율, BM이면 추종지수의 

일일변화율 개념이다. 한, 각 식에 NAV 표시는 ETF의 순자산 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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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후에 표시된  는 ETF의 분배  비율로서 Hur et al.(2012)에 언 된 것과 같이 분배  

발생으로 인한 향을 통제하 고,  는 선물계약의 증거  비율로서 버리지를 발생시키는 

선물계약에 증거 에 따라 추 오차의 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 다.  는 추종

지수의 변동성으로서 Kim(2018)의 연구는 ETF의 가격오차에 한 통제변수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추 오차에도 향이 있을 수 있어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여기서 변동성의 

경우 측정방식이 여러 방법론으로 존재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세분화해서 계산했다.

번호    방식 표시

1) 장 최고가에서 장 최 가를 나 고 1을 차감한 값  


2) 252일 기  연단  GARCH(1, 1)  


3) 252일 기  연단  EGARCH(1, 1)  


4) 252일 기  연단  NGARCH(1, 1)  


5) 252일 기  연단  GJRGARCH(1, 1)  


<표 2> 변동성 산출 방식

<표 2>를 확인해보면, 당일 변동성에 해당하는 장 최고가격과 장 최 가격을 반 한 

계산방식, 확률변동성 모형인 GARCH 계열 방법으로 세분화하 다. 이것은 추 오차의 경우에 

최근 기 을 통해 산출하므로, 과거정보가 반 되지 않은 당일에 측정된 최고지수와 최 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변동성이나, 최근의 정보반 이 상 으로 높고 과거의 정보반 이 상 으로 

낮은 GARCH 계열의 방식을 세분화하여 계산한 변동성으로 통제했다.13) 그리고  의 경우 

선물만기를 1년 기  비율로 환산한 값으로 선물만기가 추 오차에 발생할 수 있는 향을 

통제하 다. 그래서 제시한 식 (1)에서 생상품 비율인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추 오차인    변수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에서 

추 오차인    변수가 생상품 비율인    변수에 통계  유의성을 가지는지 여부로 

가설의 기각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다. 한, 식 (1)을 분석하는데 있어 패 자료가 이용되었는데 

패 자료의 경우 일반 인 Pooled OLS 방법을 통해 분석할 경우 문제 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에서 Hausman(1978) 

검정을 통해 선택하 다.14)

13) GARCH계열의 모형은 Bollerslev(1986) GARCH 모형, Nelson(1991)의 EGARCH 모형, Engle 

and Ng(1993)의 NGARCH모형, Glosten et al.(1993)의 GJRGARCH 모형을 사용하 는데 GARH 

모형의 비교와 련해서는 Kang and Ryu(2009)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14) Hausman(1978) 검정을 통해 통계값이 유의성이 있으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고 그 지 않은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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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 2일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분석기간을 설정하여 실증분석 

했다. 분석에 필요한 ETF 련 자료를 기본 으로 FNGuide에서 제공받았으며, 직  제공되지 

않는 추 오차, 생상품 비율, 비율, 변동성 등의 변수값은 FNGuide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직  계산하 고, 증거 은 한국거래소에 공지된 사항을 이용하 다.

분석 상 자료는 KOSPI200 지수나 KOSDAQ15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KOSPI200 선물지수, KOSDAQ150 선물지수를 의미하는 F-KOSDAQ15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선물 버리지 ETF로 설정했는데, 각 추종지수를 2배로 맞추는데 있어서 역으로 2배 추종하는 

ETF도 분석 상에 포함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설정한 ETF 상품들은 <표 

1>에 정리하 다.

4. 분석결과

4.1 기초통계량 및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의 기 통계량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기 통계량으로 구분하여 <표 3>으로 정리했다.

기 통계량과 련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생상품 비율을 의미하는    변수는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는 -0.105의 평균,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에서는 0.622의 평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함수를 통해 다시 생상품 비율로 

환산하면 각각 0.9, 1.86에 해당된다. 이것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보다 높은 생상품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버리지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한, 기 통계량을 통해 확인했을 

때 ETF에 생상품 보유한도를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었다. 그리고 ETF 

포트폴리오에서 이 차지하는 비율    변수의 경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0.072의 평균,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는 0.90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음의 평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차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함의한다. 생상품 증거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증거 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는 0.099의 평균,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는 0.082의 평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출시가 늦어서 나타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값을 기 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최근의 

증거  비율이 감소했음을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증거  비율을 통해 약 10배에서 12배정도의 

버리지를 가질 수 있고 보수 으로 두 버리지 ETF의 최 값인 0.159 기 으로 약 6.3배의 

버리지로 나타나, 재 2배로 제한되고 있는 버리지 ETF보다 훨씬 더 높은 버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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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ETF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15) 그리고 변동성의 경우, GARCH 

계열의 측정방식에서 평균기 으로 부분 비슷한 값을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는 GARCH로 

측정한 변동성 값이 0.01 미만으로 측정된 일부 값은 Kim and Kim(2017)의 연구에서와 같이 

제외하 다.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25% 50% 75% 최 값

Panel A: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기 통계량

  2E-03 3E-03 2E-07 2E-03 2E-03 3E-03 5E-02
  -0.105 0.103 -1.244 -0.087 -0.087 -0.045 0.695
  -0.072 0.078 -0.414 -0.058 -0.058 -0.031 1.000
  11.636 1.914 8.985 11.371 11.371 13.874 15.052
  0.050 0.040 0.002 0.041 0.041 0.071 0.156
  0.099 0.021 0.075 0.090 0.090 0.120 0.159
  0.125 0.073 0.003 0.123 0.123 0.184 0.268
 

 0.011 0.007 0.003 0.009 0.009 0.012 0.085

 
 0.145 0.064 0.092 0.126 0.126 0.152 0.813

 
 0.143 0.070 0.053 0.126 0.126 0.155 0.666

 
 0.141 0.055 0.058 0.125 0.125 0.148 0.742

 
 0.145 0.068 0.086 0.123 0.123 0.157 0.921

Panel B: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기 통계량

  4E-04 8E-04 1E-07 2E-04 2E-04 4E-04 1E-02
  0.622 0.057 0.298 0.633 0.633 0.660 0.715
  0.900 0.060 0.677 0.897 0.897 0.938 1.000
  10.544 1.403 8.070 10.248 10.248 11.682 13.185
  0.049 0.023 0.001 0.046 0.046 0.069 0.104
  0.082 0.015 0.075 0.075 0.075 0.083 0.159
  0.126 0.074 0.003 0.123 0.123 0.184 0.268
 

 0.010 0.007 0.002 0.008 0.008 0.012 0.102

 
 0.127 0.058 0.088 0.110 0.110 0.126 0.639

 
 0.128 0.062 0.056 0.114 0.114 0.141 0.640

 
 0.127 0.048 0.057 0.114 0.114 0.132 0.594

 
 0.131 0.061 0.078 0.113 0.113 0.128 0.676

<표 3> 기초통계량

상 계수의 경우 <표 4>에 제시하 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 생상품 비율과 비율의 상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회귀분석을 하는데 있어 다 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지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Marquaridt(1970)에서 언 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을 통해 

<표 5>와 같이 그 결과가 10을 넘지 않아 회귀분석에서 다 공선성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15) 다만, 이러한 버리지 ETF 출시는 시장의 험성  제도 인 부분과 련하여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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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16) 그 외에 회귀분석에 설정한 다른 변수들도 VIF 분석을 통해 다 공선성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Panel A: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상 계수

  0.85 　 　 　 　 　
  0.16 -0.09 　 　 　 　
  -0.38 -0.2 -0.5 　 　 　
  -0.21 -0.15 0.06 -0.23 　 　
  0.04 0.06 -0.01 0.00 0.01 　

 
 0.05 0.05 0.04 -0.22 0.21 0.00

 
 0.09 0.07 0.05 -0.41 0.48 0.01

 
 0.06 0.03 0.05 -0.36 0.49 0.01

 
 0.07 0.09 0.02 -0.37 0.45 0.01

 
 0.07 0.04 0.05 -0.36 0.44 0.01

Panel B: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상 계수

  0.87 　 　 　 　 　
  -0.24 -0.23 　 　 　 　
  0.14 0.18 0.17 　 　 　
  -0.19 -0.15 0.25 -0.39 　 　
  0.04 0.05 0.00 0.00 0.01 　

 
 -0.18 -0.13 0.14 -0.22 0.4 -0.05

 
 -0.30 -0.21 0.23 -0.36 0.72 0.01

 
 -0.27 -0.19 0.21 -0.34 0.69 -0.06

 
 -0.25 -0.19 0.19 -0.31 0.70 0.00

 
 -0.29 -0.21 0.21 -0.33 0.68 0.02

<표 4> 상관계수

             

Panel A: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VIF 분석결과

 
 4.981 4.396 1.549 1.782 1.088 1.233 1.004

 
 4.992 4.393 1.587 1.947 1.538 1.473 1.004

 
 4.985 4.389 1.575 1.873 1.479 1.489 1.005

 
 4.973 4.395 1.586 1.903 1.466 1.427 1.004

 
 5.007 4.409 1.583 1.881 1.397 1.409 1.004

<표 5> VIF 분석결과

16) 상 계수가 높아 다 공선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VIF분석과 련해서는 Kim and Cho(2006)과 

Choi et al.(2012)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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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VIF 분석결과

 
 4.138 4.148 1.257 1.373 1.219 1.503 1.007

 
 4.262 4.170 1.259 1.389 2.256 2.276 1.004

 
 4.245 4.188 1.257 1.381 2.060 2.160 1.012

 
 4.182 4.174 1.243 1.345 2.049 2.113 1.004

 
 4.245 4.170 1.258 1.379 1.979 2.078 1.004

<표 5> VIF 분석결과(계속)

4.2 가설 1, 가설 2 분석결과

가설 1의 경우, 생상품 험평가액을 ETF의 순자산으로 나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된 경우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련된 가설이며, 가설 2의 경우,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련된 가설이다. 먼 , 가설 1에 한 분석 결과를 <표 6>과 같이 정리하 다. 여기서 

<표 6>의 세로축은 식 (1)의 독립변수를 의미하며, 여러 독립변수 에서 변동성의 경우에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가로축에 변동성에 해당하는 <표 2>의 번호를 부여했다. 

그리고 각 변수에서 에 표시된 숫자는 분석결과의 계수를 의미하고, 아래에 표시된 숫자는 

분석결과의 t-통계값을 의미하며,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가설 1을 검정한 <표 6>의 Panel A를 확인해보면, 생상품의 험평가액을 ETF의 

순자산으로 나  생상품 비율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이 모든 결과에서 음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의 ETF 당일 추 오차에 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가설 1을 기각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 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내는 

비율 변수인    변수가 양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비율의 

높아지면 추 오차가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 분배 을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양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분배 이 발생하면 추 오차가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증거 을 의미하는 

   변수는 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변동성을 의미하는    변수와 만기를 의미하는 

   변수는 양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추 오차가 증가하는 계와 만기가 길어질수록 추 오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생상품 비율을 100%로 제한하고 있는 당시에 상황을 기 으로 봤을 때,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당시에 생상품 

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하여 제한을 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 으로 

가설 1을 기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생상품비율이 당일 추 오차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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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표 2> 2) <표 2> 3) <표 2> 4) <표 2> 5)

Panel A: 생상품 비율과 당일 추 오차 분석결과

 -0.01058 -0.00971 -0.00792 -0.00998 -0.00837
-3.41*** -3.08*** -2.43** -3.18*** -2.65***

  -0.00415 -0.00503 -0.00548 -0.00517 -0.00527
-3.34*** -3.98*** -4.41*** -4.09*** -4.27***

  0.00836 0.009471 0.010266 0.009575 0.010022
5.79*** 6.48*** 7.14*** 6.53*** 7.01***

  0.000877 0.000783 0.000645 0.000799 0.000699
3.38*** 2.97*** 2.39** 3.05*** 2.66***

  0.033781 0.037843 0.040781 0.04174 0.034295
3.38*** 3.47*** 3.9*** 3.93*** 3.25***

  -0.00351 -0.00555 -0.0048 -0.00353 -0.00573
-0.87 -1.28 -1.10 -0.84 -1.37

  0.002933 0.002934 0.002735 0.003041 0.002965
3.84*** 3.78*** 3.50*** 3.94*** 3.86***

  0.082534 0.007404 0.004564 0.004418 0.006749
7.13*** 2.88*** 2.58** 1.97** 3.94***

 0.06 0.04 0.04 0.04 0.05
 106.80*** 48.35*** 70.32*** 62.91*** 61.66***

표본수 2,800 2,776 2,779 2,800 2,800

Panel B: 생상품 비율과 익일 추 오차 분석결과

 -0.00867 -0.00844 -0.00738 -0.00831 -0.00726
-2.79*** -2.65*** -2.24** -2.64*** -2.28**

  -0.0034 -0.00469 -0.00483 -0.00474 -0.00471
-2.72*** -3.68*** -3.84*** -3.73*** -3.79***

  0.008108 0.00965 0.009983 0.009696 0.009866
5.59*** 6.55*** 6.87*** 6.58*** 6.86***

  0.000764 0.000705 0.000626 0.000699 0.000633
2.93*** 2.65*** 2.29** 2.65*** 2.39**

  0.028978 0.040806 0.041252 0.041699 0.035898
2.89*** 3.70*** 3.91*** 3.91*** 3.39***

  -0.00233 -0.00213 -0.00103 -0.00105 -0.00274
-0.58 -0.49 -0.23 -0.25 -0.65

  0.000215 0.00029 0.00018 0.000293 0.000259
0.28 0.37 0.23 0.38 0.33

  0.084137 0.00373 0.001831 0.001954 0.004086
7.24*** 1.43 1.03 0.87 2.37**

 0.05 0.04 0.03 0.03 0.04
 98.39***  56.79*** 79.00***  68.16*** 70.04***

표본수 2,795 2,756 2,756 2,795 2,795

<표 6> 가설 1 검정결과

t-통계값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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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종속변수를  에서  로 바꾸어 익일 추 오차에 미치는 결과도 <표 6>에 

Panel B로 제시하 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변수가 익일 추 오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과 으로 가설 1을 기각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가설 1을 통해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 되어있는 경우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을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 다면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된 경우에도 여 히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 다. <표 7>도 <표 6>에서와 같이 세로축은 식 (1)의 독립변수를 의미하며, 

여러 독립변수 에서 변동성의 경우에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가로축에 변동성에 

해당하는 <표 2>의 번호를 부여했다. 그리고 각 변수에서 에 표시된 숫자는 분석결과의 

계수를 의미하고, 아래에 표시된 숫자는 분석결과의 t-통계값을 의미하며,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표 7>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Panel A에서 생상품 비율이 당일 추 오차에 미치는 향과 

련해    변수가 통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 Panel B에서 생상품 비율이 

익일 추 오차에 미치는 향과 련해서도    변수가 통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는 제도  상황에서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을 주지만 그 비율을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이러한 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 즉,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지수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버리지를 맞추는데 있어 선물계약을 사용할 

때 생상품 비율을 100%로 제한하는 경우 <표 6>과 같이 생상품 비율이 추 오차에 향을 

미치고 있지만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경우 <표 7>과 같이 생상품 비율이 추 오차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상품 비율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서 

생상품 비율에 한 추 오차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면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도 같은 상이 나타나는지에 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가설 2 통해 식 (1)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 다. 여기서 <표 

8>도 <표 6>과 <표 7>에서와 같이 세로축은 식 (1)의 독립변수를 의미하며, 여러 독립변수 

에서 변동성의 경우에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가로축에 변동성에 해당하는 <표 

2>의 번호를 부여했다. 그리고 각 변수에서 에 표시된 숫자는 분석결과의 계수를 의미하고, 

아래에 표시된 숫자는 분석결과의 t-통계값을 의미하며,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가설 2를 검정한 <표 8>을 확인해보면, Panel A의 경우 당일 추 오차에 한 분석결과를 

제시했는데 생상품의 험평가액을 ETF의 순자산으로 나  생상품 비율 변수에 자연로그를 

17)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 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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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표 2> 2) <표 2> 3) <표 2> 4) <표 2> 5)

Panel A: 생상품 비율과 당일 추 오차 분석결과

 -0.00098 -0.00014 -0.00065 -0.00028 -0.00047
-1.08 -0.14 -0.67 -0.28 -0.48

  -0.00158 -0.00144 -0.00149 -0.00155 -0.00148
-1.01 -0.92 -0.94 -0.99 -0.94

  -3.8E-05 0.000288 -7.5E-05 0.000225 0.000239
-0.02 0.14 -0.04 0.11 0.12

  0.000175 0.000112 0.000173 0.000122 0.000149
2.13** 1.24 1.99** 1.32 1.69*

  0.000304 -4.1E-05 -0.00087 -0.00073 -0.00012
0.06 -0.01 -0.18 -0.15 -0.03

  0.003433 -9.6E-05 -0.00036 0.000825 0.000125
0.95 -0.03 -0.10 0.22 0.03

  0.00221 0.002098 0.002364 0.002242 0.002113
3.48*** 3.29*** 3.67*** 3.50*** 3.31***

  0.03343 0.004237 0.003031 0.003652 0.003423
5.59*** 4.48*** 3.76*** 3.39*** 4.15***

 0.02 0.02 0.02 0.01 0.02
 27.11*** 20.48*** 27.22*** 22.57*** 25.22***

표본수 2,455 2,455 2,437 2,375 2,455

Panel B: 생상품 비율과 익일 추 오차 분석결과

 0.000042 0.000166 0.000113 0.000416 -0.00013
0.05 0.17 0.12 0.41 -0.13

  -0.00172 -0.00162 -0.00167 -0.00165 -0.00166
-1.10 -1.03 -1.05 -1.06 -1.05

  0.001067 0.000624 0.000737 0.000962 0.000563
0.54 0.31 0.36 0.48 0.28

  0.000088 0.000102 0.00012 0.000074 0.000135
1.07 1.12 1.37 0.79 1.53

  0.00111 -8.4E-05 -0.0007 -0.00111 -0.00016
0.23 -0.02 -0.14 -0.23 -0.03

  0.004862 0.001721 0.000679 0.005091 0.001925
1.34 0.46 0.18 1.32 0.52

  0.00014 0.000051 0.000333 0.000066 0.000064
0.22 0.08 0.51 0.10 0.10

  0.044826 0.00363 0.003307 0.002027 0.002898
7.50

***
3.81

***
4.06

***
1.74

*
3.48

***

 0.03 0.01 0.01 0.00 0.01
 21.06*** 20.46*** 23.55*** 20.07*** 24.61***

표본수 2,450 2,450 2,420 2,344 2,450

<표 7> 파생상품 비율이 200% 완화 이후 지수 레버리지 ETF의 분석결과

t-통계값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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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변수가 모든 결과에서 음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생상품 비율에 따라 추 오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즉, 생상품 비율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당일 추 오차에 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독립변수의 경우, 이 

ETF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는 비율    변수에서 양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통계  유의성이 부분 나타났고    변수와    변수 그리고    변수의 경우 통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변동성 변수의 경우, 가설 1과 같게 모든 결과에서 양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변동성이 커질수록 추 오차가 커지는 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만기일을 의미하는  변수의 경우, 음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18) 한 생상품비율이 당일 추 오차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식 (1)의 종속변수를  에서  로 바꾸어 익일 추 오차에 미치는 결과도 <표 8>에 

Panel B로 제시하 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생상품 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가 

익일 추 오차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anel A와 같이 Panel B에서도    변수에 

한 추 오차의 향을 추가로 확인했다.19)

지 까지 분석한 자료의 경우 일별 자료를 이용해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당일 추 오차와 익일 추 오차에 

한 향을 분석한 결과인데 자료를 주간 평균으로 계산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생상품 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에 한 추 오차의 향을 확인해 강건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는 경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 분석에서 해당 주와 그 다음주의 추 오차에 향이 있음을 확인하 고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도 생상품 비율이 해당 주의 추 오차와 그 다음 주의 추 오차에 

향이 미치는 것도 확인해 생상품 비율에 한 추 오차의 향력을 추가로 확인하 다.20)

종합해보면 생상품 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생상품 비율에 한 향이 추 오차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가설 2를 기각 할 수 없었다.21) 즉,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는 시 에서 

18) 이 결과는 앞서 분석한 가설 1의 결과와 상이한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선물지수와 지수 사이에 베이시스로 인해 만기가 길어질수록 추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선물만기가 지수선물, 개별주식선물, 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의 만기일과 겹치는 부분으로 만기가 짧을수록 추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한 구체 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주제 범 를 벗어나므로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실증되길 기 한다.

19) 익일 추척오차 결과와 련해서는 이후 추가분석 결과와 비교해 다시 논의한다.

20) 추가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 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1) 가설 2에 한 분석결과인 <표 8>과 이후 논의 될 가설 3의 분석결과인 <표 9>의 해석과 련하여 

이후에 <표 10>의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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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표 2> 2) <표 2> 3) <표 2> 4) <표 2> 5)

Panel A: 생상품 비율과 당일 추 오차 분석결과

 0.000303 0.000429 0.000512 0.000438 0.000404
0.74 1.06 1.25 1.06 0.99

  -0.00222 -0.00192 -0.00204 -0.00175 -0.00182
-4.03

***
-3.47

***
-3.65

***
-3.13

***
-3.27

***

  0.00092 0.00077 0.000784 0.00075 0.000799
1.99

**
1.67

*
1.67

*
1.63 1.72

*

  0.000046 0.000037 0.00005 0.000032 0.000035
1.47 1.19 1.59 1.01 1.12

  0.001444 0.001473 0.0018 0.002039 0.001438
1.13 1.16 1.40 1.61 1.12

  0.001882 -0.00034 -0.00137 -0.00099 -0.00102
1.24 -0.22 -0.88 -0.63 -0.66

  -0.00234 -0.00228 -0.00236 -0.00242 -0.00251
-15.21

***
-14.78

***
-15.14

***
-15.86

***
-16.21

***

  0.021958 0.002322 0.001781 0.002299 0.002684
11.07

***
6.72

***
6.09

***
5.99

***
8.93

***

 0.10 0.07 0.08 0.08 0.09
 29.89*** 23.52*** 38.39*** 22.38*** 21.71***

표본수 3,960 3,915 3,960 3,912 3,960

Panel B: 생상품 비율과 익일 추 오차 분석결과

 0.000505 0.000519 0.000625 0.000768 0.000546
1.22 1.36 1.51 1.85

*
1.32

  -0.00297 -0.00298 -0.00283 -0.00235 -0.00268
-5.34

***
-5.73

***
-5.03

***
-4.20

***
-4.77

***

  0.001461 0.001429 0.001368 0.001077 0.001377
3.12

***
3.29

***
2.90

***
2.32

**
2.93

***

  0.000042 0.000043 0.000043 0.000025 0.000033
1.31 1.48 1.37 0.77 1.04

  0.001107 0.000929 0.001309 0.001608 0.001063
0.86 0.78 1.01 1.28 0.82

  0.001037 0.000912 -0.00113 -0.00095 -0.00086
0.67 0.64 -0.72 -0.61 -0.55

  -0.00237 -0.002 -0.00238 -0.0024 -0.00248
-15.15

***
-13.68

***
-15.12

***
-15.77

***
-15.86

***

  0.01354 0.000669 0.001252 0.001066 0.001876
6.73

***
2.03

**
4.24

***
2.66

***
6.16

***

 0.08 0.06 0.07 0.07 0.08
 45.00*** 49.06*** 44.34*** 33.40***  31.45***

표본수 3,941 3,860 3,941 3,877 3,941

<표 8> 가설 2 검정결과

t-통계값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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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에 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생상품 비율이 200%로 제한되는 재 시 에서 생상품 비율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4.3 가설 3 제시 및 분석결과

앞서 분석한 가설 2를 통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는 생상품 

비율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 으로 생상품 비율이 증가하면 추 오차가 

감소하고, 반 로 생상품 비율이 감소하면 추 오차가 증가하는 음의 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생상품 비율이 증가하여 추 오차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면 

추 오차를 감소하는데 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 어떠한 향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가설 3을 제시하 다.

가설 3: 생상품 비율의 200% 제한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을 미친다.

이 가설은 가설 2에서 생상품 비율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주는 향을 확장하여, 생상품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추 오차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정하기 해서는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상황과 그 지 

않은 상황의 자료를 구분하고 비교하여,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자료의 추 오차가 

그 지 않은 자료의 추 오차보다 더 작은 추 오차를 가지게 되는지 여부를 통계분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설 3의 수리  가설을 식 (6)으로 제시하고, 이것에 한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는 식 (7)을 통해 가설 3의 기각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다.

 (6)

 

   

 
  



× 








 
(7)

식 (6)을 확인해보면, 의 추 오차를 의미하는   평균이 의 추 오차를 

의미하는   평균과 비교해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에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자료로 설정할 것이고, 에 그 지 않은 

자료로 설정할 것이다. 그래서 의 추 오차 평균인 가 의 추 오차 평균인 

보다 더 작은지 여부를 식 (7)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식 (7)에 표 된 는 

의 표본수를 의미하고, 는 의 표본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표본에 한 분산을 의미하고, 
 는   표본에 한 분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 (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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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1.97～1.99 1.99～2.01 2.01～2.03


0.000572 0.000392 0.000567


 5.77E-07 6.20E-07 1.42E-06

 73 448 73

  1.97～1.99 vs 1.99～2.01 2.01～2.03 vs 1.99～2.01

1.81** 1.62*

<표 9> 가설 3 검정결과

가설 3에서 두 그룹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로서 t-통계값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사용된 추 오차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에서 더 작은 추 오차가 나타나는지 

단측검정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 으로 식 (7)에 계산된 값이 표본수를 감안해 

통계 으로 유의하다면, 가설 3을 기각할 수 없다.22) 본 연구에서 식 (7) 에는 <표 

9> 로 명시되어 생상품 비율이 1.97 이상에서 1.99 미만을 가지는 표본을 설정하고 

식 (7) 에는 <표 9> 로 명시되어 생상품 비율이 1.99 이상에서 2.01 미만을 

가지는 표본을 설정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 했다. 한, 식 (7) 에는 <표 9> 으로 

명시되어 생상품 비율이 2.01 이상에서 2.03 미만을 가지는 표본을 설정하고 식 (7) 에는 

<표 9> 로 명시되어 생상품 비율이 1.99 이상에서 2.01 미만을 가지는 표본을 설정해 

분석한 결과도 제시 했다.23) 여기서 생상품 비율이 1.97 이상에서 1.99 미만을 가지는 표본의 

그룹은 생상품 비율제한을 반하지 않은 것이고 1.99 이상에서 2.01 미만의 경우 생상품 

비율이 200%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지수의 추종 버리지에 근 한 비율상태의 표본을 

가진 그룹이며 2.01 이상에서 2.03의 비율을 가지는 표본은 생상품 비율이 200%를 넘는 

표본만 표본을 가진 그룹이다. 이때 생상품 비율의 그룹을 2% 정도로 작게 구분하는 이유는 

표본수의 문제도 있지만 버리지 ETF가 단순히 투자 상이 아닌 헷지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무 험 차익거래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 으로 지수나 선물지수와 련한 

ETF의 경우 해당 상품 자체를 투자하는 측면에서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투자된 다른 

자산에 해 험을 헷지하는 측면이나 무 험 차익거래 측면에서 ETF를 이용할 수 있다. 

즉, ETF를 헷지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ETF의 추 오차가 높아지면 그만큼 ETF를 이용한 

헷지의 정확성이 낮아질 소지가 있으며 재 생상품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 인 상황이 

추 오차에 향을  수 있고 추가 으로 헷지의 정확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2) 여기서 만약 양측검정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식 (6)에 제시한 연구가설의 두 변수가 같지 않음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은 추 오차가 어드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방법으로서 하지 않을 

수 있다.

23) 여기서 생상품 비율은 앞서 분석한 회귀분석에서 생상품 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한  의 

형태가 아닌  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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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TF를 차익거래 수단으로서 기 자산의 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무 험 차익거래 이론을 

용하더라도 추 오차로 인해 차익을 발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 역시 

생상품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  상항이 추 오차에 향을  수 있고 추가 으로 무 험 

차익거래에도 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그룹의 생상품 비율 단 를 2% 정도의 

단 로 세분화 하 다.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표 9> 에 생상품 비율이 1.97 이상에서 1.99 미만을 가지는 

표본과 <표 9> 에 생상품 비율이 1.99 이상에서 2.01 미만을 가지는 표본을 비교한 

결과의 경우, 평균값을 기 으로 <표 9> 가 <표 9> 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더 작은 추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 비율을 약간 반하더라도 추 오차를 감소

시키는 운용에서 생상품 비율을 200%에 가깝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 생상품 비율을 

200%보다 더 낮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3을 기각할 수 없었다.24) 한, <표 9> 에 생상품 비율이 2.01 이상에서 2.03 

미만을 가지는 표본과 <표 9> 에 생상품 비율이 1.99 이상에서 2.01 미만을 가지는 

표본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값을 기 으로 <표 9> 가 <표 9> 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울수록 추 오차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추 오차를 감소시키는 운용에서는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깝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 생상품 비율을 200%보다 더 높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물을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운용 액이 높아질수록 추 오차에 의한 액차이가 커질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ETF를 이용해 

헷지를 하는 경우 그 만큼 헷지에 한 오차도 커질 수 있다. 를 들어 운용 액이 100억 

원인 경우 제시한 결과를 기 으로 하루에 약 180만 원의 헷지에 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운용 액이 1,000억 원인 경우 하루에 약 1,800만 원으로 헷지에 한 오차가 발생해 운용 액이 

높아질수록 추 오차에 의한 헷지 오차가 커질 수 있다. 한, 이러한 오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된다면 추 오차에 의한 헷지의 정확성이 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표 9>의 결과를 확인 했을 때, 앞서 제시한 가설 2를 분석하기 한 식 (1)에서 선형 계로 

나타내 분석방법 외에 비선형 인 부분도 추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식 (1)의 경우 

추 오차의 원인을 생상품 비율로 제시한 선형회귀분석 방식으로 결과로 <표 8>에 제시했지만 

24) 양측검정의 연구가설 기각기 으로 살펴보았을 때 <표 9> 과 <표 9> 를 비교한 

경우 10%의 유의수 에 있고 <표 9> 와 <표 9> 을 비교한의 경우 10%의 유의수 에는 

있지 않지만 근 한 편이다. 결과 으로 생상품 비율의 200% 제한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3과 련해 <표 9> 과 <표 9> 를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에 제시되는 <표 11>에 한 결과를 통해 가설 

3을 기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양측검정으로 통계  유의성을 단하는 경우 

<표 10>에서 제시한 비선형 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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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표 2> 2) <표 2> 3) <표 2> 4) <표 2> 5)

Panel A: 생상품 비율과 당일 추 오차 분석결과

 0.002145 0.002585 0.002419 -0.00241 0.002324
2.46** 2.99*** 2.75*** -15.84*** 2.66***

  -0.00791 -0.00858 -0.00794 -0.00653 -0.00776
-3.24*** -3.54*** -3.22*** -2.64*** -3.16***

 
 0.005923 0.006943 0.006135 0.004957 0.006177

2.39** 2.82*** 2.45** 1.98** 2.48**

  -2.1E-05 -0.00033 -0.00019 0.004957 -0.00018
-0.03 -0.55 -0.31 1.98** -0.30

  0.000062 0.000056 0.000067 -3.1E-05 0.000052
1.94* 1.75* 2.07** -0.05 1.62

  0.002027 0.002151 0.002403 0.000045 0.002045
1.56 1.67* 1.84* 1.38 1.57

  0.002314 0.000166 -0.00091 0.002281 -0.00056
1.51 0.11 -0.58 5.95*** -0.36

  -0.00234 -0.00227 -0.00236 -0.00065 -0.0025
-15.21*** -14.77*** -15.13*** -0.41 -16.21***

  0.021896 0.002329 0.001774 0.002497 0.002681
11.05*** 6.74*** 6.07*** 1.95* 8.92***

 0.10 0.07 0.08 0.08 0.09
 23.48*** 23.52*** 35.75*** 21.90*** 21.01***

표본수 3,960 3,915 3,960 3,912 3,960

Panel B: 생상품 비율과 익일 추 오차 분석결과

 0.000701 0.001029 0.000862 -0.0024 0.000793
0.80 1.27 0.97 -15.77*** 0.90

  -0.00358 -0.00456 -0.00357 -0.00224 -0.00344
-1.45 -2.00** -1.44 -0.90 -1.39

  
 0.000632 0.001646 0.000763 -0.00012 0.000795

0.25 0.71 0.3 -0.05 0.32
  0.001361 0.001168 0.001247 -0.00012 0.001251

2.21** 2.05** 2.02** -0.05 2.03**

  0.000043 0.000048 0.000046 0.001095 0.000035
1.34 1.59 1.40 1.79* 1.09

  0.001169 0.00109 0.001384 0.000024 0.001141
0.89 0.90 1.05 0.75 0.87

  0.001082 0.001031 -0.00108 0.001066 -0.0008
0.70 0.71 -0.68 2.66*** -0.51

  -0.00237 -0.002 -0.00238 -0.00096 -0.00248
-15.15*** -13.68*** -15.11*** -0.61 -15.86***

  0.013533 0.000671 0.001251 0.001597 0.001875
6.72*** 2.04** 4.23*** 1.25 6.16***

 0.08 0.06 0.07 0.07 0.08
 36.23

***
46.80

***
39.79

***
31.66

***
30.20

***

표본수 3,941 3,860 3,941 3,877 3,941

<표 10> 가설 2에서 파생상품 비율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검정결과

t-통계값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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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비율 100% 제한 200% 제한
 0.002504 0.002149


 9.69E-06 5.86E-06

 2,800 2,455

  4.57***

<표 11> 파생상품 비율 제한이 완화된 이후에 추적오차 감소의 검정결과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는 추 오차 와 200%로 

제한되는 를 비교한 결과로서 생상품 비율이 200%로 제한되는 추 오차 가 더 낮은 

추 오차의 평균을 가지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t-통계값 에 표시된 
*의 표시는 10%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5%에서 통계  유의, ***의 표시는 1%에서 통계  유의를 

의미한다.

<표 9>결과는 추 오차가 생상품 비율에 의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형 형태를 

나타나 비선형 인 부분도 있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 (1)에 생상품 

비율변수의 제곱한 값 변수로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식 (8)로 제시했다.25)

       
       (8)

                        

식 (8)의 경우 기존 식 (1)의 생상품 비율의 제곱을 변수로 추가한 식으로 가설 3에서 

제시된 <표 9>에 하여 기존에 분석한 <표 8>에 해 비선형 인 부분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 다.26)

<표 10>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Panel A의 당일 추 오차 분석결과에서 생상품 비율변수가 

음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표 8>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생상품 비율에 한 추 오차의 비선형 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생상품 비율변수가 같은 방향의 계수값을 가지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설 

2를 기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7) 다만, 익일 추 오차 분석결과인 Panel B와 련하여 <표 

8>의 경우 생상품 비율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표 10>의 경우 t-통계값이 유의성에 

미치는 정도가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결과로 나타나 익일 추 오차에 해서는 강건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 으로 당일 추 오차와 련되어 가설 2를 기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른 

분석방법에 의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28) 한, 생상품 비율 제한이 추 오차에 향을 

25) 이러한 분석방법은 Jang and Jo(2017)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26) 식 (8)의 경우 생상품 비율변수와 생상품 비율의 제곱변수간의 다 공선성과 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Wooldridge(2012)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비선형회귀식에서는 다 공선성에 한 

가정이 배되지 않는다고 언 하고 있다.

27) 표본에서 생상품 비율이 200%를 넘은 경우가 없는 ETF 종목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확인해도 

제시한 가설 2의 결과를 부정하기 어렵다.

28)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 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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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해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는 시기와 200%로 

제한되는 시기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 크기를 <표 11>과 같이 

제시했다. 

<표 11>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 생상품 비율이 

200%로 제한되는 시기의 추 오차가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는 시기의 추 오차보다 

더 작은 추 오차의 평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29) 이것은 생상품 비율의 제한이 완화되었을 때 추 오차가 작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여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도 생상품 비율 제한을 완화 할 경우 

그 추 오차가 어질 가능성이 있다.30)

가설 3의 결과를 정리하면, 생상품 비율을 200%에 가깝게 설정하는 운용이 200%보다 

더 낮게 설정하거나 반 로 더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 결과 으로 더 낮은 추 오차를 발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것이 추 오차를 감소시키는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즉, 재 생상품 비율이 200%로 제한된 상황에서 

가설 2를 기반으로 생상품 비율 증가가 추 오차 감소에 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서 생상품 

비율을 약간 반하더라도 200%에 가깝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생상품 비율을 200%보다 

더 낮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보다 더 낮은 추 오차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면 

이것은 운용상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깝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200%보다 더 높은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비교해, 

오히려 200%보다 더 높은 비율을 가지는 포트폴리오의 추 오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제한을 완화한 이후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를 비교한 결과,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는 시기보다 200%로 제한을 

완화한 시기의 추 오차가 더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상품 비율을 에 100%에서 

200%로 상향된 것과 같이 200%에서 300%까지 크게 상향조정 해야 하지는 않더라도 재 

200%로 제한되어 있는 그 자체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에 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제도 으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것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추 오차를 감소시키는 운용을 해 이 비율을 과도하게 넘기지 않게 운용을 할 것으로 보여, 

결과 으로 재 생상품 비율이 200%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  제약에 해 개선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9) 양측검정 기 으로 1%의 유의수 에 있어 가설 3을 기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30)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되어 

제한된 이후에 출시되어 생상품 비율이 100%인 시기의 자료가 없어 추 오차 크기를 비교해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분석을 통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도 생상품 비율 완화로 추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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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분석결과를 기 으로 생상품 비율이 203%가 넘어가면 추 오차가 다시 증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 으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운용에서 생상품 

비율을 205%나 210%로 일부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수 에서 제약을 

완화 한다면 ETF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이  보다 운용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도 과도한 완화로 인해 높은 버리지를 추종하는 ETF 출시의 우려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에서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버리지 ETF 운용에 있어 련된 제도  상황이 운용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연구해보고자 시작하 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크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생상품 험평가액을 ETF의 순자산으로 나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고 

있을 당시에 거래되고 있었던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는 생상품 비율에 추 오차가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당시의 상황에서 생상품 비율이 추 오차를 감소시키는 

운용상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 으로 당시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 

생상품 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하여 제도 으로 제한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된 이후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에서 생상품 비율이 추 오차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해 100%의 생상품 

비율로 제한된 당시의 제도  제약에 추 오차가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생상품 비율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서 생상품 비율에 한 추 오차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생상품 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경우, 생상품 비율이 당일 추 오차에 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생상품 비율이 200%로 제한된 상황은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를 이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구체 으로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자료와 

200%보다 더 낮은 자료를 비교 했을 때,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자료의 추 오차가 

더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자료와 200%보다 더 높은 자료를 

비교 했을 때도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자료의 추 오차가 더 작게 나타났다. 즉, 

이것은 생상품 비율의 200% 제한을 약간 과하더라도 200%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그 지 

않은 자료와 비교해서 추 오차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상품 비율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 추 오차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설 3의 분석결과와 련해 가설 2에 

해 비선형 인 부분을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가설 2를 기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는 시기와 200%로 제한되는 시기의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를 비교한 결과 생상품 비율이 200%로 제한되는 시기의 추 오차가 

100%로 제한되는 시기의 추 오차보다 평균 으로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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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운용과 련한 법률  제한이 운용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생상품 비율이 증가하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의 추 오차가 어드는 상황에서, 생상품 비율의 200% 제한을 약간 과하더라도 

200%에 가깝게 구성하는 것이 생상품 비율을 200%보다 더 낮게 구성하는 것보다 더 낮은 

추 오차를 가지고 있어,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것이 운용상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경우와 200%보다 더 높은 경우를 

비교한 경우, 생상품 비율을 200%보다 더 높은 경우의 추 오차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생상품 비율을 제도 으로 완화한 경우 생상품 비율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 

추 오차에 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과 추 오차 자체도 감소했다는 부분도 확인되어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도 생상품 비율을 완화 할 경우 추 오차 감소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상품 비율을 과거에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한 

것과 같이 재 200%에서 300%까지 추가로 크게 상향조정 해야 하지는 않더라도 재 생상품 

비율 제한이 200%인 자체가 추 오차에 향을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제도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제도 으로 생상품 비율을 200%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추 오차 감소를 해 생상품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지양 할 것으로 보여, 재 생상품 비율이 명목상 200%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  제약에 해 개선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게 생상품 험평가액을 

비율로서 제한하는 제도를 추가로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 재무 융의 에서 확인되지 않은 

법률 인 의 논의도 필요해 보여, 법학 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추가로 다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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