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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ETN의 공시 및 상장이 기초자산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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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내 상장지수증권(exchange-traded note; ETN)의 도입이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행공시일과 상장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기준일을 전후로

기초자산의 수익률, 거래량, 가격변동성, 체계적 위험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건연구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행문헌과는 달리 공시일, 상장일

주변에서 수익률의 신호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헤징효과와 시장완전화효과 역시 미

미하게만 발견되었다. 공시일과 상장일 사이에서는 유의한 수익률 증가가 나타나 가격

조작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거래량의 경우, 헤징효과와 가격조작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약한 신호효과를 발견하였다. 상장일 이후로는 정보거래자효과 역시 유의

하게 확인되었다. 가격안정성 측면에서, 변동성은 음의 변화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위험은 공시일을 전후로 유의하게 감소하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장

지수증권의 기초자산 시장인 원자재 선물이 활발히 거래되는 상품이고, 유사한 기초자

산을 갖는 ETF 등 파생상품이 이미 국내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

초자산에 대한 직접적 거래가 어렵고, ETN 발행의 주체인 증권사의 거래규모가 기초

자산 시장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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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장지수증권(exchange-traded note; ETN)은 2014년 국내시장에 도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장규모 측면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전 세계 상장지수증권

시장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11월에

최초 10개 종목이 도입된 이후, ETN의 종목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

며, 2018년 말에는 최대 206개 종목까지 증가한 바 있다. 또한, 투자대상이 되는 기초자

산도 해외 원자재, 변동성지수(VIX), 통화 선물지수 등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특

히, 해외 원자재 상품이나 전략형 투자상품은 접근성이 낮은 투자상품에 대한 거래비

용 제약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국내 ETN 시장의 규모와 관련된 통계자료이다. 시가총액 규모와 거

래종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ETN 시장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TN 시장의 계속된 성장을 고려하더라도, 2019년 기준 종목당 평균 시

가총액은 약 380억으로 각각의 상장지수증권 상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12. 2018. 12. 2019. 7.

종목(개) 10 78 132 184 206 197

거래대금 9.20 407.15 157.87 802.22 236.18 216.24

시가총액 4,667.86 19,330.18 34,464.18 51,993.61 72,180.60 74,876.00

<표 1> 국내 상장지수증권 발행 및 규모 추이(단위: 억 원)

종목, 거래대금, 시가총액 자료는 매 연도 말일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 7월 30일 자 자료임

(출처: 한국거래소).

또한, 시장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거래대금은 2017년을 기준으로 다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ETN 시장의 성장이 특정한 투자전략 거래 혹은 원자재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특정 ETN의 거래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1)

실제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일평균거래대금을 비교하는 경우, 원자재

ETN 상품은 전체 ETN 시장 일평균거래대금의 약 절반인 47.61%를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상품에 대한 수요 및 거래 증가로 인해 전체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였

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성장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

을 설명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 ‘쏠림’ 현상… 4개 중 1개 사고파는 이 없다,” 조선비즈. 2016년 11월.

“ETN, 4년만에 시총 12배… 덩치는 커졌는데, 거래액은 왜 이래,” 이데일리.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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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상품은 기초자산이 존재하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

는 공모펀드 형식의 투자상품인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 ETF)와 유사해

보이지만, 두 상품은 유통구조와 수익구조 등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 상장지수증권은

채권의 형식으로 발행되며, 만기가 존재한다. 한국거래소에서는 ETN 만기를 1년 이상

20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 최대 10년 정도의 만

기를 가진 상품이 대부분이다. 채권형식으로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발행에 대한 규제가 적고 상품발행 과정이 단순하여, 손쉽고 신속한 신규발행이 가

능하고 거래 수수료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원칙적으로 증권사가 사전에 합의된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추적오차(tracking error)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등의 장점

을 갖고 있다. 반면, ETF는 기초자산 가격과의 추적오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오차가

비합리적 투자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김동환, 박동규, 2017). 다만, ETN은 증권사가

직접 해당 상품의 발행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별 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신

용위험)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상장지수증권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타 파생금융상품과는 차이점을 가

지며, 해당 상품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TN 상품 자체에 관

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바 있지만, 해당 상품과 기초자산 시장의 관계에 대해

선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에 ETF, 주식워런트증권(equity-linked

warrant; ELW) 등의 파생상품이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어 있는데, 각 상품의 특성과 발행국가 등의 연구환경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ETN의 공시 및 발행이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역시 기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TN 기초자산의 가격, 거래량, 가격안정성의 변화를 발행공시일과

상장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ETN 도입이 기초자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확

인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ETN이라는 새로운 파생상품

이 해외 원자재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발행공시일과 상장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으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수익률과 거래량, 변동성,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Beta)이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발행공시일을 전후로 기초자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일 이전에

발행주체인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헤징효과

(hedging effect)로 인해 공시일 이전 수익률과 거래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한, 공시일 직후, 시장이 해당 상품의 발행을 긍정적인 신호(signal)로 받아들여 수익률

과 거래량이 상승하는 신호효과(signaling effect)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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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장일 직전에 발행주체가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가격조

작(price manipulation)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Chan and Wei, 2001).

두 번째로, 상장일 이후로도 ETN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

다. 상장일 직후, 기초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는 시장완전화

(market completeness)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정보거래자(informed trader)가

파생상품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기초자산 유동성 거래(liquidity trading)의 증가로 상장

일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정보거래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Faff and

Hillier, 2005).

세 번째로, 공시일과 상장일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안정성에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추정했다. Detemple and Jorion(1990), Skinner(1989)는 옵션 상장일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인 개별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감소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Richie and Madura(2007)는 Merton(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NASDAQ100 지수를 추

종하는 ETF 상품인 QQQ의 상장을 전후로, 기초자산에 대한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기초자산의 전반적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 전이(risk shift) 가설을 설정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해당 ETF를 구성하는 개별주식의 체계적 위험이 유의하게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장지수증권의 공시일 혹은 상장

일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과 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는지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며, 관련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발행공시일 직전과 직후에는 유의

한 수익률 상승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신호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헤징효과는 미미하게만 확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시일과 상장일 사이

에는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가설에서 제시한 가격조

작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장일 당일과 이후 짧은 기간에는 유의한 수익률 증

가를 확인하였지만, 양의 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시장완

전화효과가 단기적으로만 확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더미 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건일을 공시일로 하든 상장일로 하

든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실증분석결과의 강건성을 뒷받침한다(남경태, 조훈,

2009).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Chan and Wei, 2001; 이준서, 2007)의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초자산(해외 원자재 선물)에

대한 거래가 이미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해당 기초자산에 대

한 ETF 등 투자수단이 이미 국내시장에 존재한다는 점 등 기존 문헌과 다른 거래 및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자산의 거래량에 대한 분석결과, 발행공시일 이전과 직후에 유의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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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과거래량을 확인했으며, 이는 각각 헤징효과와 신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시일 이후, 상장일 직전에 양의 초과거래량이 나타났는데, 이는 발행주체

에 의한 가격조작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수익률 분석결과와 일치

한다. 다만 상장일 직후에 유의한 거래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시장조정

거래량의 증가 역시 미미하게만 존재하였으므로, 정보거래자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시일과 상장일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각

각의 사건일 전후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대부분의 ETN이 양의 초과거래량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기준일 당일보다 기준일 이후 4일 및 9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표본 기

초자산에 대해 ETF 등 파생상품이 이미 국내시장에 존재하고, 이로 인해 기초자산 시

장에 대한 정보거래자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설명이 가능하

다(Conrad, 1989; Faff and Hillier, 2005; Skinner, 1989; 류두진, 2010).

마지막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안정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공시일과 상장일 모두에서

음의 변동성 변화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결과

와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기초자산의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는 점을 통해 일부 설명할 수 있다(Detemple and Jorion, 1990; Detemple and Selden;

1991; Skinner, 1989). 또한, 이는 앞서 수익률 실증분석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시장의 변동에 따른 체계적 위험은 상장일을 기준

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변화를 보였지만, 공시일을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은 기존에 진행된 관련 문헌의 이

론과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고,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과 기여를 제시한다. 제

Ⅲ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자료 및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실증분석결과를 논한다.

제IV장은 표본자료에 대해 진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이고 해석하며, 마지막 제V장은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옵션, 상장지수펀드, 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의 발행공시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상품의 최초

공시일 혹은 상장일을 전후로 사건연구(event study)의 분석방식을 통해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거래량에 변화를 확인하였다. Chan and Wei(2001)는 홍콩의 ELW 발행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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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발행공시일 이전에 기초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유

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가격이 공시일 익일까지만 증가한 것을 통해 단기간

에 걸친 정보효과로 확인하였고, 공시일 거래 마지막 5분간의 비정상적 가격 및 거래

량 증가를 밝히고 가격조작 혹은 내부 정보유출(information leakage)에 의한 효과로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준서(2007) 역시 국내시장 ELW의 상장과 상장폐지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거래량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발행공시일 이전에 가격과 거래량 모두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파생상품 발행공

시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음을 밝힌 연구도 존재한다.

Conrad(1989)는 옵션의 도입이 상장일을 전후로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시일

에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류두진(2010)은 개별주식 ELW의 도입에 대

한 공시일 주변에서 기초자산의 유의한 가격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

공시일에 대한 연구결과가 자료의 대상과 기간,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온 것과는 달리, 상장일 주변에서의 기초자산 가격과 거래량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모두 유의하게 상승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onrad(1989)는 옵션의 도입 이후, 상장일

을 전후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함을 밝혔으며, Skinner(1989)는 옵션의 상장일 주변에

서 기초자산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Detemple and Selden(1991)은 기존

의 주식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옵션의 도입이 기초자산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확

인했다. Detemple and Jorion(1990)은 옵션과 같은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상장이 기초

주식의 가격상승에 기인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경과하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완전

해짐에 따라 점차 작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론 및 실증근거를 제시했다. Faff and

Hillier(2005)의 연구에서는 옵션의 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옵션 도입 시 정보거래자가

기초자산 시장에서 파생상품시장으로 이동하며, 기초자산 시장의 유동성거래가 늘어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문헌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류두진

(2010)은 ELW의 도입이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콜 및 풋 워런트(call and put

warrants) 상품 모두에서 살펴보았으며, 상장일 이후 기초자산의 거래량이 유의하게 증

가하여 정보거래와 관련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준서(2007) 역시 ELW 상장일

이후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남경태, 조훈(2009)은 ELW와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y; ELS)의 발행일 및 만기일이 기초자산 거래량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기간별 더미변수가 포함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유의한

거래량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산 시장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Faff and Hillier(2005)는 옵션 상장 이후,

정보거래자 감소로 인해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Corbe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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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mey(2014)는 원자재 ETF의 도입이 대다수 기초자산 시장에서 변동성을 증가시키

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규모 작은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을 보였다. Ben-David, Franzoni, and Moussawial(2018)은 ETF의 도입에 따른 기초자

산인 주식의 변동성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유동성 거래로 인해 기초주가의 변동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성태균, 정형찬(2019)은 지수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수 ETF의 재조정

(rebalancing) 수요가 KOSPI 200 선물시장에서 변동성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KOSDAQ 150 선물시장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확인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kinner(1989)는 옵션의 상장 이후, 시장

변동성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감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Detemple and Jorion(1990)의 연구 역시 상장일을 기준으로, 옵션의 도입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였다. Richie and Madura(2007)은 NASDAQ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의 발행이 기초자산의 체계적 위험을 낮춘다고 밝혔으며, 유동성

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는 별개로, 남경태, 조훈(2009)은 기초자산의 일별 로

그(log) 수익률 자료에 대해 기간별 더미변수를 활용한 AR(1)-GARCH(1,1) 모형을 제

시했으며, 이를 통해 ELW와 ELS의 발행이 기초자산 변동성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Mayhew and Mihov(2014)는 옵션 상장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선별 기준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여, 높은 거래량과 변동성을 갖는 주식이 주로 대상이

됨을 밝혔다. 더 나아가, 옵션 상장과 관련한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는 옵션상품의 도

입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변동성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밝혔다.

상장지수증권은 수익구조와 고유의 위험요인 등에서 앞서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다수

의 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 Wright, Diavatopoulos, and Felton(2010)은 상장지수증권

의 고유 특징과 투자자 유의사항, ETN 상품 예시 등 전반적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펀드 간의 차이에 중점을 두었다.

두 상품은 유통구조와 수익구조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유통구조의 경우, 상장

지수증권은 개별 증권사에 의해 발행이 된다. 이에 따라, 발행이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증권사의 개별적인 신용위험이 존재한다는 단점

이 있다. 수익구조의 경우, 해당 상품은 만기가 있는 채권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약속된 형식의 수익률을 보장하며, 추적오차로 인한 위험이 적다. 임재준(2015)은 국내

시장에서의 상장지수증권 도입 유인 및 상장지수증권 특징을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는 상장지수증권 도입의 배경을 저비용 및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석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이 발행 주체와 수익구조 등에서 기존의 ETF 혹은

ELW와 차이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상장지수증권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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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지만, 기존에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ETN과 시장의 관계보다는, 해당 파생상품

고유의 특성과 구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Aroskar and Ogden(2012)은 영국

Barclays에서 발행한 25개 iPath 상장지수증권을 대상으로 가격 괴리(price disparity)와

기초자산과의 추적오차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원자재 ETN은 기초자산과의 추적오차가

거의 없는 반면, 환율 및 신흥시장지수 ETN의 경우 추적오차가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Diavatopoulos, Felton, and Wright(2014)는 S&P500 지수와 ETN의 가

격 괴리에 관한 연구에서, 상장지수증권 상품의 거래가격과 가치(fundamental value)

간에 가격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수익추구 전략이 가능함을 보였다. Rakowski,

Shirley, and Stark(2017)는 ETN 고유의 수익구조로 인해, 대다수의 투자신탁에서는

ETN을 수익극대화 목적이 아닌, 테일리스크 헤지(tail-risk hedge), 배당수익, 정보공매

도(informed short sale) 등의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상장지수증권

은 기존에 연구된 다른 파생상품과 차별성을 가지며, 해당 상품과 기초자산 시장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동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원자재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공시와 상장이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Ⅲ. 표본 및 이론적 배경

3.1 표본선정

3.1.1 원자재 상장지수증권

국내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지수증권은 크게 일반상품(대표지수, 섹터지수, 개

별 상품지수 등), 변동성지수, 통화선물 그리고 특정 전략을 구사하는 주식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 중 원자재 선물지수 상장지수증권

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변동성과 통화선물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상대적으로 상장지수증권 상품 자

체에 대한 거래량이 많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

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규제에 따라 시장대표 지수 등은 벤치마크 지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 전략형 투자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ETN만 존재한다. 이러한 ETN으로는

코스피 양매도(straddle) 상품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상장지수증권 시장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있어서 해석이 모호

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원자재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에 상장지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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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초로 도입된 후, 바로 다음 해인 2015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장에서 가

장 활발히 거래되는 종류의 상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자재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ETN이 기초자산과의 추적오차가 가장 작다는 기존의 연구결과(Aroskar and Ogden,

2012)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23개 원자재 상장지수증권

상품의 발행이 발행공시일과 상장일 주변으로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를 진행했다. 발행공시 및 상장 일자에 대한 정보는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과 한국거래소를 통해 확인했다.

3.1.2 기초자산 가격 및 거래량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지수의 가격은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상관성

(autocorrelation) 및 안정성(stationarity)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균이 0인 로그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거래량은 거래대금

이 아닌 단순 거래량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수익률과 거래량은 각 ETN의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의 수익률과 거래량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WTI(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ETN의 경우,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Globex에서 거

래되는 WTI 원유 선물의 최근월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며, 이때, 본 연구는 해당

ETN의 공시 및 상장일 주변으로 WTI 원유 선물의 수익률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그림 1]은 원자재 상품 중 WTI 원유 선물지수의 가

격과 로그수익률 그래프를 나타내며, <표 2>는 기초지수와 시장 대표지수의 기초통계

량 및 단위근(unit root) 검정결과이다.

Panel A: 기초자산 가격 Panel B: 기초자산 로그수익률

기초자산(WTI 원유 선물지수)의 가격 및 로그수익률의 그래프임. Panel A는 시간에 따른 기초자산 가격 자료의

추이이며, Panel B는 시간에 따른 로그수익률 추이를 나타냄.

[그림 1] 기초자산 가격 및 로그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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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공시일 상장일 평균 표준편차 ADF(1) ADF(2)

Oil (1) 16/02/18 16/02/25 0.0025 0.018329 -4.21*** -3.24***

Oil (2) 17/06/23 17/07/03 -0.0001 0.008184 -4.33*** -3.09***

Oil (3) 15/10/21 15/10/28 -0.0013 0.010289 -3.69*** -3.19***

Oil (4) 17/08/23 17/08/30 0.0003 0.006773 -3.79*** -3.45***

Oil (5) 16/04/14 16/04/21 0.0014 0.011383 -3.45*** -3.34***

Oil (6) 17/05/24 17/05/31 -0.0015 0.008715 -4.65*** -2.19**

Oil (7) 15/04/08 15/04/15 0.0029 0.011520 -5.55*** -3.67***

NG (1) 17/10/30 17/11/03 0.0003 0.011017 -3.89*** -3.12***

NG (2) 17/10/30 17/12/14 -0.0001 0.012407 -5.55*** -4.31***

NG (3) 16/10/20 16/10/27 -0.0011 0.014471 -3.95*** -3.33***

Gold (1) 18/06/05 18/06/14 -0.0002 0.003474 -4.29*** -3.03***

Gold (2) 18/06/05 18/06/14 -0.0002 0.003474 -4.29*** -3.03***

Gold (3) 15/10/21 15/10/28 -0.0006 0.003790 -3.33*** -1.82*

Sil (1) 17/09/08 17/09/15 -0.0002 0.003906 -4.65*** -2.11**

Sil (2) 18/10/25 18/11/13 0.0010 0.004624 -4.29*** -3.68***

Sil (3) 15/10/21 15/10/28 0.0014 0.007113 -4.18*** -2.87***

Ni (1) 17/09/19 17/09/26 -0.0002 0.009662 -4.75*** -2.34**

Ni (2) 17/07/31 17/08/07 0.0033 0.006993 -3.36*** -3.02***

Cu (1) 18/10/25 18/11/13 -0.0003 0.005548 -6.05*** -4.77***

Cu (2) 18/09/13 18/09/20 0.0004 0.005752 -4.67*** -2.88***

Cu (3) 16/02/18 16/02/25 0.0014 0.005658 -3.44*** -3.37***

Zn (1) 17/09/19 17/09/26 0.0013 0.005985 -3.62*** -3.76***

Zn (2) 17/07/31 17/08/07 -0.0002 0.006577 -3.67*** -2.60**

Market 0.0001 0.003627 -26.57*** -20.96***

<표 2> 표본 기초통계량 및 ADF 검정 결과

ETN 열은 상장지수증권 종목으로 각각 Oil: 원유; NG: 천연가스; Gold: 금; Sil: 은; Ni: 니켈; Cu: 구리; Zn: 아연

선물지수 등 추종하는 기초자산을 나타내며, Market은 시장효과 조정에 사용된 시장대표지수(S&P500)를 나타냄.

각각의 상장지수증권 기초자산의 표본기간은 발행공시 15일 전부터 상장 15일 이후로 설정함. 로그수익률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해당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 시행함.

ADF(1)는 첫 번째 지연항에 대한 결과이고 ADF(2)는 두 번째 지연항에 대한 검정결과임. 표에 제시된 값은 tau

통계량임. *, **, ***은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 나타냄(출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의 검정결과, 기초자산과 시장대표지수 모두 로그수익률을 사용했을 때 단위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검정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초자산 및 기장대표지수의 시계열 가격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해 로그수익률 자료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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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법론 및 가설설정

3.2.1 가격(수익률)

수익률의 변화는 기초자산 선물의 가격수익률에 대해 시장효과를 통제한 시장조정수

익률(market-adjusted return; AR)과 1차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통제한 자기조

정 수익률(self-adjusted return; SR), 두 가지 방식을 적용했다. 각각의 수익률의 활용

한 모형은 다음의 식 (1), (2), (3), (4)와 같이 나타난다.

   ln   ln    , (1)

   ln   ln    , (2)

            , (3)

               , (4)

위의 식에서  는 시점에서 기초자산 의 가격을 나타내며,  는 기초자산 의 시

점에서의 로그수익률을 나타낸다.  는 시점에서 시장대표지수의 가격을 나타내며,

 는 로그 시장수익률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초자산 의 수익률은 각 상장지수증권

상품의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 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WTI 원유 ETN은

CME Globex에서 거래되는 WTI 원유 선물의 최근월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

경우, 본 연구는 해당 ETN의 공시 및 상장일 주변으로 WTI 원유 선물의 수익률에 유의

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와  는 기초자산 의 수익률

에 대해 과거 시장수익률을 이용해 추정한 회귀계수이며, 시장수익률은 해당 기초자산 지

수가 포함된 시장의 대표지수(S&P500 index)를 사용했다.  와  는 기초자산 의 수

익률에 대해 과거 기초자산 수익률을 이용해 추정한 회귀계수이다.2) 식 (3)과 (4)에서 구

한 수익률의 평균을 각각 평균 시장조정수익률(average market-adjusted return; AAR)

과 평균 자기조정수익률(average self-adjusted return; ASR)로 정의한다. 수익률의 변화

는 평균 수익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통해 확인한다.

2) 기초자산 i에 대한 회귀계수  ,
와

 ,
는 기준일(발행공시일, 상장일)이 되는 t 시점에서

21일 이전(t-21)부터 140일 이전(t-140)까지의 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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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거래량

거래량은 Chan and Wei(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조정거래량(self-adjusted

volume ratio; SAVR)과 시장거래량으로 조정된 시장조정거래량(market-adjusted

volume ratio; MAVR)을 사용한다.

    

  
, (5)

    

  
∙ 


. (6)

식 (5)와 식 (6)에서  는 시점에서의 기초자산 i의 거래량을 나타내며,  는 같은

시점의 시장 대표지수의 거래량을 나타낸다. 은 기준이 되는 사건 발생일의 11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관측된 시장거래량의 평균을 의미하고,  는 같은 기간에 관측

된 기초자산 의 거래량 평균이다. 여기서 기초자산 의 거래량은 각 원자재 상장지수

증권의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의 거래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WTI 원유 선물

ETN의 경우, 해당 상품은 CME Globex(Chicago Mercantile Exchange Globex)에서 거

래되는 WTI 원유 선물의 최근월물 수익률을 추종한다. 이때, 본 연구는 해당 ETN의

공시 및 상장일 주변으로 WTI 원유 선물의 거래량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 계산된 거래량 비율은 1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였음을 가리키고,

1보다 작은 값일 경우엔 거래량이 감소했음을 나타낸다. 각각의 값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값에 대해 -검정을 시행하여 거래량 변화를 확인했다.

3.2.3 변동성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각각 발행공시일과 상장일 전후의 기초자산 로그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류두진, 2010). 차이의 유의성을 확

인하기 위해 -검정을 사용했다.

              ⋯   , (7)

            ⋯  ,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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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발행 및 공시 전 30일간의 기초자산 의 로그수익률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며,   는 같은 기준일 이후 30일간의 기초자산 의 로그수익률 표준편차이

다. 위의 식 (9)는 -통계량 식이며, 이를 이용하여 두 표준편차의 차이를 검정했다.

3.2.4 체계적 위험(Beta)

기초자산 가격의 체계적 위험은 시장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하여 사용한다. 공시일과 상장일 전후의 베타 값을 비교하여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 -검

정을 사용하여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다음의 식 (10)과 (11)을 이용하여 베타를 구한다.

               ⋯   , (10)

             ⋯  , (11)

식 (10)는 공시일 및 상장일 이전 30일간의 로그수익률을 종속변수로, 같은 기간 로

그 시장수익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이며, 식 (11)은 공시일 및 상장일 이후

30일에 대한 회귀분석이다.  는 기준일 전의 분석기간에 대한 체계적 위험을 추정

한 값이며,  는 기준일 이후 30일에 대해 추정한 베타 값이다. 이 두 베타 값에

대해 대응표본 -검정(paired -test)을 시행하여, 공시일이나 상장일 이후로 체계적 위

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3.3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공시일과 상장일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초자산이 받는 영향이 나눠질

것으로 예상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과 공시 절차에 대한 시간적

순서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기준일이되는시점은두시점으로발행공시일( )과 상장일()으로 구분됨. 가격과 거래량모두에대해각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의 15일간의 변화를 측정함. 발행공시일과 상장일은 대체로 7일에서 10일의 간격을 두고 있었으며,

표본자료에서의 두 시점의 차이는 평균 9.87일임.

[그림 2] 상장지수증권 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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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발행공시일 주변 기초자산 변화

먼저, 파생상품 도입 시, 공시일 이전에 기초자산 가격의 수익률과 거래량이 증가하

는 것이 확인된 기존의 연구(Chan and Wei, 2001; 이준서, 2007)가 존재하며, 이를 파

생상품 발행주체가 미리 해당 기초자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헤징효과로 설명한다.

반면, 발행공시일 직후부터 가격 및 거래량이 상승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파생상품

의 발행이 시장에 공표됨으로써, 시장이 이를 긍정적인 신호 내지는 새로운 정보로 해

석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종의 신호효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행공시일 이후, 상

장일 직전의 기간에, 상장 시 상품의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 발행주체가 해당 기초자산

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Chan and

Wei(2001)의 연구에서 가격조작으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공시일

주변의 기초자산 가격과 거래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헤징효과로 인해 발행공시일 이전에 기초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한다.

H2: 신호효과로 인해 발행공시일 직후에 기초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한다.

H3: 발행가 상승 의도로 인해 공시일 이후, 상장일 직후에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한다.

3.3.2 상장일 주변 기초자산 변화

상장일은 실제 파생상품이 시장 도입되는 시점으로, 상장지수증권이 시장에서 거래

되기 시작하면서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상장지수증권이 시장

에 도입되면서 옵션 등 고유의 수익구조를 가진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포함되면서 시

장이 기존보다 더 완전한 상태가 되는 시장완전화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

장일 직후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Faff and Hillier, 2005)에 따르면, 새로운 옵션의 도입

이후 기초자산 시장에 대해 정보우위를 가진 정보거래자들이 옵션 시장으로 유입되면

서, 기초자산 시장에는 반대로 유동성거래자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거래량이 증

가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상장지수증권의 도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정보거래자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일 이후의 기초자산 가격과 거래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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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시장완전화효과로 인해 상장일 직후 기초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한다.

H5: 정보거래자 감소로 인해 상장일 이후 기초자산의 거래량이 증가한다.

3.3.3 기준일 주변 기초자산 가격 안정성 변화

새로운 파생상품 도입이 기초자산 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기

존 선행연구 간에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지수증

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원자재 선물에 대한 기존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파생상품의 도입이 기초자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초자산의 가

격을 균형가격으로 이끌어 변동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Detemple and Selden,

1991). 또한, 앞서 제시된 정보거래자의 감소와 균형가격 가설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기초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 역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 안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H6: 공시일 및 상장일 이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감소한다.

H7: 공시일 및 상장일 이후, 기초자산의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발행공시일 및 상장일 주변 기초자산 수익률 변화

<표 3>은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공시일 전후로 기초자산의 시장조정수익률 변화추이

를 나타낸다. 발행공시일 이전 5일과 11일에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공시 전에 발행주체에 의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헤징효과라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 이전 7일에는 유의한 음의 초과수익률 역시 확인되었

으며, 공시일 직전에 유의한 가격상승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헤징효과는 미미하게

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시일 직후에는 유의한 가격 하락이 발견되었다. 이

는 기존의 예상했던 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신호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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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AR t-stat ASR t-stat

-15 -0.0016 -1.10 -0.0019 -1.39

-14 0.0002 0.12 -0.0006 -0.3

-13 0.0017 1.30 0.0036** 2.58

-12 0.0001 0.05 -0.0003 -0.17

-11 0.0033** 2.19 0.0036* 1.82

-10 0.0019 1.00 0.0026 1.5

-9 0.0008 0.43 0.0005 0.3

-8 -0.0001 -0.04 0.0012 0.75

-7 -0.0048** -2.43 -0.0067*** -3.45

-6 0.0001 0.07 0.0001 0.05

-5 0.0041*** 3.06 0.0026* 1.86

-4 0.0005 0.25 0.0020 0.86

-3 0.0010 0.42 0.0022 0.84

-2 -0.0014 -0.69 -0.0005 -0.28

-1 0.0005 0.27 0.0024 1.56

0 0.0014 0.59 0.0017 0.7

1 -0.0034* -1.88 -0.0035* -1.94

2 -0.0001 -0.03 0.0007 0.33

3 -0.0008 -0.44 -0.0008 -0.41

4 0.0007 0.49 0.0009 0.66

5 0.0061*** 3.44 0.0069*** 3.78

6 0.0049 1.59 0.0051 1.7

7 0.0006 0.36 0.0007 0.45

8 -0.0002 -0.11 0.0010 0.6

9 -0.0023 -1.21 -0.0019 -0.9

10 -0.0011 -0.92 -0.0008 -0.7

11 0.0003 0.17 0.0001 0.05

12 0.0011 0.56 0.0016 0.81

13 -0.0026 -1.68 -0.0036** -2.21

14 0.0040** 2.78 0.0038** 2.5

15 -0.0009 -0.68 -0.0007 -0.49

<표 3> 발행공시일 전후 시장조정 기초자산 수익률 변화

발행공시일(0일)을 기준으로 Day 열의 음수 값은 기준일 이전, 양수는 기준일 이후를 나타냄. AAR과 ASR은

각각 시장효과와 자기상관성을 조정한 기초자산 수익률 평균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시장효과를조정하는방식으로는위와같이회귀분석 잔차를이용하는방식외에로그수익률의차분값을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하였을때도유사한분석결과를 확인할 수있었으며,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Wilcoxon 비모수 검정을

시행하였을 때 역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함. t-stat은 각 수익률에 대한 t-검정 통계량임. *, **, ***은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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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일부 연구(Conrad, 1989; Chan and Wei, 2001)에서 제시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더 최근에 국내시장에 대해 살펴본 이준서(2007)와 류두진

(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공시가 기초자산의 가

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원인으로는,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에 대한 거래가 상장

지수증권 도입 이전에도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국내

시장에 ETF 등 해외 원자재에 대한 파생상품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원자재 ETN의

발행이 큰 신호효과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ETN은 모두 국내에서 직접 거래하기 어려운 원자재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개별주식 등에 대한 옵션, ETF 등 기타 파생상품과는 차이가 있으며, 신규

상장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 직접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헤징효과

등이 미미하게 발견된 데에는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반면, 발행공시일 이후 5일과 14일 차에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났고, 그 주

변 기간(4, 5, 6, 7일)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에 대한 자기조정수익률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ETN 상

품의 상장이 공시 이후 7-12일(평균 9.87일) 차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에서의 수익률 상승은 공시 이후, 상장일 이전의 기간에 발행사가 기초자산의 가

격상승을 유도한다고 Chan and Wei(2001)에서 제시한 가격조작의 영향과 일부분 상응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구간에서 양의 초과수익률이 미미하게만 발견된 것

은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는 ETN 발행사 거래 규모와 각

상품의 기초자산 시장규모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ETN 상

품의 발행사는 국내 증권사들로 해외 원자재 선물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이들의 거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속적인 ETN 시장의

성장이 있었음에도, 각 ETN의 평균 시가총액은 380.08억으로 원자재 선물 수익률에 영

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증권사들의 거래가 수익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3)

상장일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시장조정수익률 변화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상장일 당일과 상장일 이후 2일과 9일 차에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확인되었다. 이

는 자기조정수익률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ETN 상장 이후 기초자산의 가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양의 초과수익률이 유지되는 기

3) 본 연구의 표본은 원자재 상장지수증권이다.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지수의 수익률에

는 계절성(seasonality)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공시일과 상장일 시점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장조정 및 자기조정을 통해 수익률을 통제하였으며, 계절성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와 같은 해석 및 한계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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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짧으므로, 시장완전화효과로 인한 가격상승은 단기간에만 존재하거나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Day AAR t-stat ASR t-stat

-15 0.0007 0.40 0.0015 0.82

-14 0.0005 0.24 0.0008 0.4

-13 0.0009 0.49 0.0004 0.21

-12 -0.0033 -1.39 -0.0037 -1.68

-11 0.0010 0.60 0.0006 0.29

-10 0.0002 0.10 -0.0006 -0.36

-9 0.0006 0.27 0.0003 0.13

-8 0.0015 0.65 0.0029 1.11

-7 -0.0006 -0.27 0.0010 0.49

-6 0.0013 0.92 0.0022 1.42

-5 -0.0031 -1.69 -0.0024 -1.46

-4 -0.0001 -0.06 0.0004 0.17

-3 -0.0020 -0.94 -0.0012 -0.52

-2 -0.0019 -0.93 -0.0023 -1.14

-1 0.0020 1.63 0.0019 1.44

0 0.0033** 2.08 0.0040** 2.3

1 0.0030 0.89 0.0031 0.91

2 0.0027* 1.74 0.0025 1.65

3 -0.0003 -0.19 0.0008 0.49

4 -0.0003 -0.18 -0.0002 -0.1

5 -0.0015 -0.94 -0.0015 -1

6 0.0022 1.43 0.0022 1.3

7 0.0006 0.32 0.0015 0.72

8 -0.0027 -1.58 -0.0034* -1.88

9 0.0040** 2.33 0.0038** 2.16

10 0.0003 0.17 0.0005 0.33

11 0.0005 0.39 0.0005 0.4

12 -0.0007 -0.49 -0.0007 -0.48

13 -0.0008 -0.60 -0.0005 -0.33

14 0.0011 0.50 0.0005 0.24

15 0.0020 1.11 0.0030 1.62

<표 4> 상장일 전후 시장조정 기초자산 수익률 변화

상장일(0일)을 기준으로 Day 열의 음수 값은 기준일 이전, 양수는 기준일 이후를 나타냄. AAR과 ASR은 각각

시장효과와 자기상관성을 조정한 기초자산 수익률 평균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시장효과를조정하는방식으로는위와같이회귀분석 잔차를이용하는방식외에로그수익률의차분값을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하였을때도유사한분석결과를 확인할 수있었으며,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Wilcoxon 비모수 검정을

시행하였을 때 역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함. t-stat은 각 수익률에 대한 t-검정 통계량임. *, **은 각각

10%,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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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발행공시일 및 상장일 주변 기초자산 거래량 변화

다음으로는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공시와 상장이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표 5>는 발행공시일 전후의 기초자산 자기조정거래량과 시

장조정거래량의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기조정거래량과 시장

조정거래량 모두 발행공시일 이전에 유의한 거래량 증가가 확인되었다. 시장조정거래

량을 기준으로, 공시일 이전(4, 5, 10, 11, 12, 14일 이전)에 유의한 거래량 증가가 확인

되었으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구간에서도 대체로 거래량 비율이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시일 이전에 발행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하

여 해당 자산의 거래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헤징효과 가설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다만, 앞서 수익률에서는 이러한 헤징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거래량에는 유의한 변화가 있었지만, 기초자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발행공시일 이후로는 앞의 수익률 관련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일(0일)을 기점으로 2일 후부터 거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9일 후까지 지속된다. 해당 기간 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1 이상의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거래량 증가는 기존의 연구(류두진, 2010; 이준서, 2007)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호

효과가 일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표본 내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상장일이 각각의 공시일로부터 7일에

서 12일 이후(평균 9.87일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시 이후 9

일 차 이전까지 양의 초과거래량이 발견된 것은, 공시일 이후, 상장일 이전에 발행사로

인해 거래량 증가가 유도될 수 있다는 가격조작효과의 영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수익률 분석에서 발견된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표 6>은 상장일 전후의 기초자산 자기조정거래량과 시장조정거래량의 변화이다.

상장일 이전 8일에서 11일까지, 자기조정거래량과 시장조정거래량 모두 거래량이 유의

하게 증가했다. 대부분의 상장지수증권의 공시일이 상장일 7일에서 14일 이전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공시일과 상장일 사이에 거래량 상승

을 나타내는 가격조작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전의 <표 5>에서 확인

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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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SAVR t-stat AMAVR t-stat

-15 3.1342 1.01 3.2517 1.19

-14 2.0194 1.46 2.0095* 1.80

-13 2.1207 1.14 2.1442 1.25

-12 1.5681** 2.62 1.5866*** 3.23

-11 1.2266 1.22 1.3515* 2.08

-10 1.3001*** 3.80 1.3741*** 5.96

-9 1.1240 0.83 1.1152 0.75

-8 1.1769 1.18 1.1112 0.65

-7 1.1180 1.30 0.9572 -0.28

-6 1.3387*** 3.18 1.1861 0.96

-5 1.3409*** 5.58 1.2636* 1.86

-4 1.6133** 2.65 1.4392* 1.92

-3 1.0331 0.28 0.9420 -0.45

-2 1.1158 0.49 1.1584 0.71

-1 0.8298 -0.78 0.9539 -0.23

0 0.8537 -1.17 1.0279 0.22

1 0.8727 -1.03 0.9760 -0.18

2 1.3670 1.23 1.4898* 1.93

3 1.8231 1.22 1.9681 1.66

4 1.1945 1.07 1.3916** 2.36

5 1.5094** 2.41 1.4893** 2.66

6 1.3895 1.63 1.3758 1.66

7 1.7642** 2.66 1.6540** 2.50

8 1.5441*** 3.19 1.5433*** 3.74

9 1.2608* 2.14 1.2828* 1.89

10 1.1194 0.75 1.1212 0.71

11 1.2484*** 4.38 1.1314 0.96

12 1.1754*** 3.35 1.0544 0.44

13 1.0826 0.75 0.9086 -0.56

14 1.4523 1.69 1.2930* 1.88

15 0.9828 -0.14 0.8977 -1.01

<표 5> 발행공시일 전후 기초자산 거래량 변화

발행공시일(0일)을 기준으로 Day 열의 음수 값은 기준일 이전, 양수 값은 기준일 이후를 나타냄. ASAVR(average

self-adjusted volume ratio)은 자기조정거래량 비율이며, AMAVR(average market-adjusted volume ratio)은 시장조

정거래량 비율임.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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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에 대한 분석은 단순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확인함. 아래의 표는

조금더명료한결과를보여주는단순거래량을사용한분석결과임. t-stat은 각 수익률에 대한 t-통계량이며, 검정은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해당 비율이 1과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실시함.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Wilcoxon

부호순위비모수검정을시행했으며, 유사한결과가나타나는것을확인함. *, **, ***은각각 10%, 5%, 1%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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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SAVR t-stat AMAVR t-stat

-15 1.3190*** 3.51 1.1381 0.97

-14 1.4888** 2.76 1.5007** 2.59

-13 1.3421* 1.86 1.3546 1.58

-12 1.6700 1.47 1.6208 1.50

-11 1.3341*** 4.28 1.2977** 2.74

-10 1.7202*** 3.24 1.5852*** 3.38

-9 1.6398** 2.53 1.6087** 2.69

-8 1.2962* 2.14 1.4006*** 3.66

-7 0.7153* -2.05 0.9257 -0.62

-6 1.5393 0.98 1.7853 1.61

-5 2.5764 1.43 2.6823 1.69

-4 1.2913 1.06 1.5676* 1.92

-3 1.1859 0.70 1.3245 1.16

-2 1.5648 1.35 1.5895 1.36

-1 1.6791 1.39 1.4797 1.04

0 1.3961 1.31 1.2087 0.67

1 1.3830*** 3.25 1.1238 0.82

2 1.1015 0.70 0.9859 -0.09

3 1.3123*** 4.40 1.0870 0.63

4 1.3984*** 4.37 1.2427 1.61

5 1.1082 1.25 1.0666 0.70

6 1.7722 1.66 1.4183 1.50

7 1.1514 1.47 1.2880*** 3.05

8 0.9656 -0.21 0.9282 -0.44

9 1.6867** 2.34 1.6492** 2.19

10 2.2429 1.68 2.2257 1.63

11 0.9893 -0.07 1.0331 0.25

12 1.0256 0.16 1.1748 1.26

13 1.3444 0.99 2.0614 1.72

14 0.9342 -0.56 1.0253 0.23

15 0.7504* -1.80 0.8041 -1.26

<표 6> 상장일 전후 기초자산 거래량 변화

상장일(0일)을 기준으로 Day 열의 음수 값은 기준일 이전, 양수 값은 기준일 이후를 나타냄. ASAVR(average

self-adjusted volume ratio)은 자기조정거래량 비율이며, AMAVR(average market-adjusted volume ratio)은 시장조

정거래량 비율임.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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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에 대한 분석은 단순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확인함. 아래의 표는

조금더명료한결과를보여주는단순거래량을사용한분석결과임. t-stat은 각 수익률에 대한 t-통계량이며, 검정은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해당 비율이 1과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실시함.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Wilcoxon

부호순위비모수검정을시행했으며, 유사한결과가나타나는것을확인함. *, **, ***은각각 10%, 5%, 1%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2 金融工學硏究, 제19권 제1호 (2020. 3.)

상장일 당일에는 1 이상의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다

만, 자기조정거래량의 경우, 상장 이후 1일 차부터 유의한 수준의 거래량 증가가 나타

났으며, 그 이후로도 7일 차까지는 계속해서 양의 초과거래량을 보였다. 정도는 다르지

만, 시장조정거래량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일 이후 지속적으로 1 이상의 통계량

을 보였으며, 7일 차와 9일 차에서는 거래량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상장지

수증권 역시 옵션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효과를 갖기 때문에, 상장일 이후 상장지수증

권의 기초자산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해당 상품의 도입으로 인해 기초자산 시장의 정

보거래자가 상장지수증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초자산 시장의 유동성 거래가 활발하

게 이루어져 실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정보거래자 효과(Faff and Hillier, 2005)로 설

명될 수 있다. 다만, 상장일 당일에 유의한 거래량 증가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이후 거

래량 변화도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존에 원자재 선물에 대한 상장지수펀드의 존재로 인해 정보거

래자 감소 효과의 정도가 작았던 것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4.3 다중회귀분석 결과

앞서 수익률과 거래량에 대한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수준에서의

ETN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Faff

and Hillier, 2005; 남경태, 조훈, 2009). 본 연구에서는 ETN의 공시 및 상장이 기초자산

에 미치는 영향을 수익률과 거래량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ln  

 
  

     
     , (12)



  
 

     
     , (13)

식 (12)와 (13)의 
    은 ETN 공시일을 포함하여 일 후까지는 1, 그 외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는 ETN 상장일을 포함하여 일 후까지는 1,

그 외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수익률은 로그수익률과 로그 시장수익률의 차

분값을 사용하였으며, 거래량은 시장거래량으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각각의 더미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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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 기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에서 유의한 더미변수

게수의 부호를 확인하였다. <표 7>은 수익률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표 8>은 거래량

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공시일 상장일

n=0 n=4 n=9 n=0 n=4 n=9

유효 더미변수 수 0 1 0 4 2 5

(+)

총 개수 0 0 0 1 2 4

α=0.1 0 0 0 0 1 0

α=0.05 0 0 0 1 1 4

α=0.01 0 0 0 0 0 0

(-)

총 개수 0 0 0 3 0 1

α=0.1 0 1 0 2 0 1

α=0.05 0 0 0 1 0 0

α=0.01 0 0 0 0 0 0

유의하지 않은 더미변수 수 23 22 23 19 21 18

유효 더미 대비(+) % - 0.00 - 25.00 100.00 80.00

(+)% - 0.00 - 4.35 8.70 17.39

<표 7> 공시일 및 상장일 전후 수익률 변화

공시일과상장일열은각각공시일과상장일을기준으로수익률변화를분석한다중회귀분석결과임. n=0은 기준일

만 포함하며, n=4는 기준일과 이후 4일, n=9는 기준일과 이후 9일에 대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유효 더미변수 수는 전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더미변수 계수의 개수이며, 총

개수는 각각의계수의 부호에따른유의한계수의수임. (+)는 양의 값을갖는계수를, (-)는 음의 값을갖는계수를

나타냄. 유효 더미 대비 (+)%는 유의한 더미변수 계수 개수 대비 양의 부호를 갖는계수 개수의 비율이며, (+)%는

전체 표본 개수 대비 유의한 양의 더미변수 계수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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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 상장일

n=0 n=4 n=9 n=0 n=4 n=9

유효 더미변수 수 3 8 9 5 9 8

(+)

총 개수 3 6 7 3 9 8

α=0.1 1 1 0 0 1 2

α=0.05 0 1 1 1 4 1

α=0.01 2 4 6 2 4 5

(-)

총 개수 0 2 2 2 0 0

α=0.1 0 2 1 0 0 0

α=0.05 0 0 1 2 0 0

α=0.01 0 0 0 0 0 0

유의하지 않은 더미변수 수 20 15 14 18 14 15

유효 더미 대비 (+)% 100.00 75.00 77.78 60.00 100.00 100.00

(+)% 13.04 26.09 30.43 13.04 39.13 34.78

<표 8> 공시일 및 상장일 전후 거래량 변화

공시일과상장일열은각각공시일과상장일을기준으로거래량변화를분석한다중회귀분석결과임. n=0은 기준일

만 포함하며, n=4는 기준일과 이후 4일, n=9는 기준일과 이후 9일에 대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유효 더미변수 수는 전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더미변수 계수의 개수이며, 총

개수는 각각의 계수의 부호에 따른 유의한 계수 수임. (+)는 양의 값을 갖는 계수를, (-)는 음의 값을 갖는 계수를

나타냄. 유효 더미 대비 (+)%는 유의한 더미변수 계수 개수 대비 양의 부호를 갖는계수 개수의 비율이며, (+)%는

전체 표본 개수 대비 유의한 양의 더미변수 계수 비율을 나타냄.

분석결과, 수익률은 상장일을 기준으로 양의 값을 갖는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계

수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전체 표본 중 유의한 양의 변화를 보인 ETN

은 가장 비율이 높은   의 경우, 17.39%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한 결과와 같다. 한편, 거래량의 경우, 발행공시일과

상장일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시일 당일,

상장일 이후 4일, 상장일 이후 9일에 대한 분석결과는, 유의한 변화를 보인 모든 계수

가 양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시일과 상장일을 기준으로 유의한 변

화를 보인 대다수의 ETN 거래량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발행공시일과 상장일 이후 양의 초과거래량이 확인된 <표 5>와 <표 6>의

분석결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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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발행공시일 및 상장일 주변 기초자산 변동성 변화

상장지수증권의 도입이 기초자산인 원자재 선물가격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의 <표 9>와 같다. 공시일을 기준으로 볼 때, 변동성은 음의 변화량을 보였으며, 이는

파생상품의 도입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가설과 같다. 또한,

전체 표본 상장지수증권 중 60.87%의 상품의 변동성이 감소한 사실은, 기초자산의 변

동성이 감소한다는 위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만, -검정결과 <표 9>에서 나타난 공시

일 기준 변동성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Vol. diff. t-stat Vol(-) ratio

공시일 -0.00049 -0.65 60.87%

상장일 -0.00064 -0.94 56.52%

<표 9> 공시일 및 상장일 기준 변동성 변화

Vol. diff.는 기준일(공시일 및 상장일) 전후의 표본 상장지수증권의 가격 변동성(표준편차)의 변화량을 나타냄.

해당 값이 음수인 경우, 이는 변동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함. -stat은 기준일 전과 후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paired -test) 결과임. Vol(-) ratio는 전체 표본 상장지수증권 대비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한

상품의 비율임.

상장일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역시 변동성 변화량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 표본 중 56.52%의 상품이 상장일 이후 변동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생상품의 상장일 이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일부 기존의 연구

(Detemple and Jorion, 1990; Skinner, 1989)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변동

성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시한 수익률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상장지수증권의 공시 및 상장이 기초자산 수익률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장지수증권 발행 이전에 이미 기초자산인 원자

재 선물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또한, 원자재 ETF 등 유사한 일부 기초자

산에 대한 거래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5 공시일 및 상장일 주변 기초자산의 체계적 위험 변화

상장지수증권의 도입이 기초자산의 체계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준일 전후의 베타(β) 값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검정결과는 아래의 <표 10>과 같

다. 기준일 모두를 전후로 기초자산의 베타가 음의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으며, -

검정결과, 이러한 변화는 상장일보다는 공시일에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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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대한 정보가 최초로 시장에 소개되는 시점이 공시일이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베타는 체계적 위험이며, 경기변동 등 시장 전반의 위험이 기초자산

인 원자재 선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베타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공시일을 기준

으로 시장 변동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거래

량 분석결과에서 기준을 전후로 기초자산의 거래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유동성 제약 해소로 인해 기초자산의 전반적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한 위험 전이 가설과 일치한다(Merton, 1987; Richie and Madura, 2007).

Beta diff. t-stat Beta(-) ratio

공시일 -0.4600 -2.68** 69.57%

상장일 -0.1973 -1.06 43.48%

<표 10> 공시일 및 상장일 기준 체계적 위험(β) 변화

Beta diff.는 기준일(공시일및상장일) 전후의 표본 상장지수증권의시장변화에 대한체계적위험변화량을나타냄.

해당 값이 음수인 경우, 이는 체계적 위험이 감소했음을 의미함. -stat은 기준일 전과 후의 베타(β) 값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paired -test) 결과이며, Beta(-) ratio는 전체 표본 상장지수증권 대비 기초자산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 상품의 비율임. **는 5%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Ⅴ. 결 론

기존에 진행된 연구의 대부분 옵션과 상장지수펀드, 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의

도입이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상장지수증권의 공시

및 발행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원자

재 상품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상장지수증권이 기초

자산의 가격, 거래량, 가격 안정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발행공시일과 상장일로 구분

하여, 상장지수증권 도입이 기초자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시일 이후, 상장일 직전에 유의한 수익률

상승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가격조작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

공시일 직전에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헤징효과는 미미하게만 확인되었으며, 직후에 수

익률이 상승한다는 신호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초자산 거래량에 대한 분석결과, 발

행공시일 이전과 직후에 거래량이 상승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거래량 측면에서 헤징

효과와 신호효과가 발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시일과 상장일 사이에 유의한 양

의 초과거래량이 나타났으며, 이는 수익률 분석에서 확인한 가격조작의 영향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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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이다. 다만, 상장일 이후 거래량 상승은 미미하게만 발견되어 신호효과와 정보

거래자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산 가격 안

정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시일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체계적 위험이 유의하게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상장지수증권이 원자재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최

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상장지수증권 시장은 2014년에 최초로 국

내에 도입되었으며, 최초의 원자재 상장지수증권은 2015년 4월에 상장되었다. 본 연구

는 2015년 이후 상장된 원자재 ETN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수집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증권사가 직접 발행을 해야 하는 상장지수증

권의 특성상 표본 종목의 수가 다른 ELW, ELS 등의 파생상품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유

사한 기초자산에 대한 다른 파생상품, 특히 상장지수펀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

러한 상장지수펀드의 도입 및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거래자별 특성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기초자산 유동성, 기초자산의 수익률 및 거래량의 계절성 여부 등에 관해 연구를 보다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타 파생상품의 발행이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러한

차이의 원인이 ETN 고유의 상품구조 때문인지 혹은 ETN의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지 등에 관한 추후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28 金融工學硏究, 제19권 제1호 (2020. 3.)

참고문헌

김동환·박동규 (2017), “원자재 ETF를 활용한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심리와 비합리적

투자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16(2), 87-106.

남경태·조훈 (2009), “ELS와 ELW 발행이 기초자산의 거래량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실증연구”, 선물연구, 17(3), 1-21.

류두진 (2010), “주식워런트증권 도입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주식시장의 행태를 중심

으로”, 선물연구, 18(4), 23-50.

성태균·정형찬 (2019),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18(2), 85-117.

이준서 (2007), ”ELW 상장 및 폐지가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재무연구, 20(3),

57-96.

임재준 (2015), “새로운 자산운용상품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의 구조와 위험”, Business,

Finance & Law, 제72권, 42-57.

Aroskar, R. and W. A. Ogden (2012), “An Analysis of Exchange Traded Notes

Tracking Errors with Their Underlying Indexes and Indicative Values,”

Applied Economics, 22(24), 2047-2062.

Ben-David, I., F. Franzoni, and R. Moussawi (2018), “Do ETFs Increase Volatility?”

Journal of Finance, 73(6), 2471-2535.

Chan, Y. and K. Wei (2001), “Price and Volume Effects Associated with Derivative

Warrant Issuance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5, 1401-1426.

Conrad, J. (1989), “The Price Effect of Option Introduction,” Journal of Finance, 44,

487-498.

Corbet, S. and C. Twomey (2014), “Have Exchange Traded Funds Influenced

Commodity Market Volatility?” International J 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ial Issues, 4(2), 323-335.

Detemple J. and P. Jorion (1990), “Option Listing and Stock Returns,” J 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4, 781-802.

Detemple, J. and L. Selden (1991),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Option and

Stock Market Interac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79-303.

Diavatopoulos, D., H. Geman, L. Thukral, and C. Wright (2014), “Mispricing and



원자재 ETN의 공시 및 상장이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29

Trading Profits in Exchange-traded Notes.” J ournal of Investing, 23(1),

67-78.

Faff, R. and D. Hillier (2005), “Complete Markets, Informed Trading and Equity

Option Introduc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9, 1359-1384.

Mayhew S. and V. Mihov (2014), “How Do Exchanges Select Stocks for Option

Listing?” J ournal of Finance, 59(1), 447-471.

Merton, R. C. (1987), “A Simple Model of Capital Market Equilibrium with

Incomplete Information,” J ournal of Finance, 42(3), 483-510.

Rakowski, D., S. E. Shirley, and J. R. Stark (2017), “Tail-risk Hedging, Dividend

Chasing, and Investment Constraints: The Use of Exchange-traded Motes

by Mutual Funds,” J ournal of Empirical Finance, 44, 91-107.

Richie, N. and J. Madura (2007), “Impact of the QQQ on Liquidity and Risk of the

Underlying Stocks,”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7(3),

411-421.

Skinner, D. (1989), “Option Markets and Stock Return Volatility,” J 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3(1), 61-78.

Wright, C., D. Diavatopoulos, and J. Felton (2010), “Exchange-traded Notes: An

Introduction,” J ournal of Index Investing, 1(1), 164-175.



30 金融工學硏究, 제19권 제1호 (2020. 3.)

Abstract

Exchange-Traded Notes and Underlying Assets Markets
4)

Jinyoung Yu* and Doojin Ryu**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nnouncement and listing of ETNs

(exchange-traded notes) affect the return, volume, volatility, and systematic risk of

their underlying assets. Our simple event study analyse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the signaling effect regarding the return

changes, whereas the price manipulation effect and partial evidence for the hedging

and market completeness effects are found. In addition, our analyses using the

trading volume indicate the hedging, price manipulation, and informed trader

effects and a subtle degree of the signaling effect. We also examine changes in the

return volatility around the event dates. We find the decrease in volatility,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our study confirm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systematic risk after the announcement.

Key Words: Commodity ETN, Exchange-traded Note, Informed Trader Effect,

Price Manipulation Effect, Underlying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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