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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산가격은 주어진 뉴스를 반 하여 거의 매일 변동한다. 무차익거래 조건

(no-arbitrage condition)의 가정 하에서, 동일한 기 자산을 상으로 하는 두 

개의 융자산은 주어진 뉴스에 해 동일하게 반응하여야 하며, 그 경우 두 

자산의 가격은 뉴스에 반응하여 동일한 크기로 변동하여야 한다. 자산가격의 

이런 특성은 선물가격과 물가격에 해서도 용될 수 있다.

선물계약은 물매입과 매입비용의 무 험차입에 의해 복제될 수 있기 때문

에, 차익거래를 제약하는 마찰  요인이 없고 이자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물가격과 선물가격의 계는 물․선물 패리티(spot-futures parity; SFP)로 

표 되는 계를 갖는다. 이 SFP의 요한 시사 은, 새로운 뉴스에 해 선물

시장과 물시장이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선물가격의 변동과 SFP에 의해 주어

진 이론가격의 변동이 평균 으로 같은 크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의 선물시장에서는 물시장보다 더 은 거래비용을 필요로 하고, 선물

의 매도와 매수 포지션의 선택과 반 매매가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

다. 그 결과, 새로운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반 하여 가격을 결정

할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논문은,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선물가격 변동이 SFP에 의한 이론가격의 

변동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선물시장과 물시장이 뉴스에 해 동

일하게 반응하는지에 한 실증  증거를 얻고자 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 

즉, 이 연구는 뉴스에 한 코스피200 선물시장의 반응의 상  편의(bias)와 

민감도(sensitivity)  정보다양성(informational diversity)을 계량 으로 추정

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

지 까지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한 연구는 부분 차익거래가 가능한지와 

선물  물 가격의 선도/지연 계에 을 맞추어져 왔다. 자의 연구는 

선물가격이 SFP에 기 한 이론가격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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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의도를 갖는다. 후자의 연구는 선물시장이 새로운 정보에 해 더 신속

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 자의 과문의 탓에 기인하겠

지만, 이런 연구들의 어떤 것도 새로운 정보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민감한지 는 선물시장이 반 하는 정보가 물시장보다 더 다양한지를 

계량 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런 측

면에서 지 까지의 연구 성과를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II.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

지 까지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한 연구는 주로 실제의 선물가격이 물․

선물 패리티(SFP)에 기 한 이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연구가 

심을 이루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이 방향의 연구들

은 괴리도(disparity)―즉, 선물의 실제가격과 이론가격의 차이―를 측정하고 그 

괴리도가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할 정도로 충분히 큰지를 검증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기의 표 인 연구로서, Figlewski(1984)는 S&P500 개설 기

의 선물시장의 헤징효과를 분석하고 배당 험이 헤징효과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평가되어 있다는 것 등을 발견하

다. Yadav & Pope(1990)은 1984-88년 동안의 FTSE 100 지수선물 일간자료를 

사용하여, 실제가격이 이론가격보다 평균 으로 낮다는 것, 가격오차

(mispricing)의 크기가 강한 자기상 성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을 발견하 다. 

Chung(1991)은 CBT에서 거래되는 1984.7-1986.8월까지의 MMI(Major 

Market Index) 선물거래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그는 주가지수선물 차익거래

에 거래비용, 거래지체  주식공매에 한 uptick rule을 고려한 결과, 차익거

래 이익의 빈도와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 즉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오차가 차 수정되어간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Dwyer, Locke & 

Yu(1996)은 S&P500 지수선물가격의 1982-90년 동안 1분 간격 자료를 검토하

고 차익거래로 이용될 수 있는 뉴스충격이 주어질 때 선물  물 가격은 5 

내지 7분 이내에 수렴한다는 것을 찰하 다. Brennan & Schwartz(1990)은 

1983-87년에 걸친 16가지 선물계약의 15분 간격 자료를 사용하여 차익거래의 

시뮬 이션의 성과를 제시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물  물시장에서의 차이거래 가능성을 분석한 몇 가지

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 태석 (1997)은 1996.5.3일부터 1997.8.30일까지

의 코스피200 선물의 30분 간격 자료를 이용하여 괴리율을 계산하고 차익거래 

기회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그의 실증분석 결과는 분석기간  최근

월물의 괴리율이 평균 으로 유의 인 음의 값을 나타내어 선물가격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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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이철교와 이 (1998), 정문경

(199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Kurov & Lasser(2002)와  Chu & 

Hsieh(2002)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이 차익거래를 더 용이하게 하기 때

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물가격에 한 연구의 다른 하나의 방향은 선물시장과 물시장의 선도․

지연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물거래는 더 작은 투자액과 거래비용을 필요

로 하고 공매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에 해 물시장보다 더 빠

르게 반응할 것이므로, 선물가격의 변동이 물가격의 변동을 선행(lead)할 것

이라고 상될 수 있다. 기의 연구로서 Kawaller, Koch & Koch(1987)는 

S&P500 지수 선물가격 변동과 지수 변동의 계를 3단계 최소제곱에 의해 추

정한 결과 선물가격이 물가격을 20 내지 45분 정도 선행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런 결과는 연구방법을 달리한 다른 많은 연구에서 선행하는 시차의 차

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 으로 확인되고 있다(Stoll & Whaley(1990), 

Chan(1992), Wahab & Lashgari(1993), Abhyankar(1995), Fleming, Ostdieck & 

Whaley(1996), Frino, Walter & West(2000), Gwilym & Buckle(2001)). 김태 , 

강석규(2000)은, 1996.5-1998.12월까지의 1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의 선도․지연 계를 분석한 결과, 두 시장 사이에 일방

인 선도․지연 계가 아니라 시장간 피드백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변종국(2000)은 1998.8-1999.10월까지의 5분 자료를 사용하여 오차수

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코스피200 선물시장이 물시장을 30분 정도 선행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와 련하여 MacKinlay & Ramaswamy(1988)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는 1982.4-1987.6월까지의 S&P500 주가지수 선물의 모든 거래 

자료를 사용하여 거래간 자기상 성과 거래간 가격변동의 변동성을 찰하

다. 그 결과, 선물거래의 거래간 시간간격이 15분 이상이 되면 가격변동의 자기

상 성이 거의 0에 가깝게 되지만, 물가격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갖고 있다

는 것을 발견하 다. 

그들은 이런 연구결과가 구체 으로 어떤 시사 을 가져다주는지에 해서는 

충분한 해석을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선물가격과 물가

격의 가격변동성을 비교하려는 시도는 본 연구에 식(5)를 검증하려는 시도와 

유사하며, 따라서 선물시장이 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격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선물가격은 이론가격과 체로 음의 괴리도를 

보여주고 있고,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선행하여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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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물시장은 주어진 뉴스에 해 물시장보다 더 민감

하게 반응할 수 있고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반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III. 검증모형의 도출

1. 이론적 배경

인도일까지의 무 험이자율과 배당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선물계

약은 물을 매입하여 인도일까지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인도일이 τ인 선물계약의 t시 의 선물가격은 물가격과 다음과 같은 

물․선물 패리티(spot-futures parity; SFP)가 성립한다.

Ft =S
*
t

=St(1+r×
τ-t
365 )-dt

                                        (1)

단, Ft는 인도일이 τ인 선물계약의 t일의 선물가격, S
*
t
는 만기가 τ인 선물의 t일

의 이론가격, S t는 t일의 물가격(종가), r는 무 험이자율, d t는 선물배당액지

수의 합계임.1)

만일 이 선물․ 물 패리티가 성립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cash & carry 

략이라고 부르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차익거래에 의해 차익거래이윤이 실 할 

수 있다. 우변의 S*t는 흔히 이론가격이라고 하지만, 이 이론가격은 물가격 

St에 반 된 모든 정보를 그 로 반 하여 결정된 변수이기 때문에, S*t는 선

물가격과 비교 가능하도록 수정된 물가격의 의미를 갖는다.2) 따라서 선물가

격과 물가격이 뉴스에 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 물

가격 그 자체를 선물가격과 비교하기보다는 이론가격 S*t를 선물가격과 비교하

여야 한다.

이 SFP 공식을 1차 차분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3)

ΔFt =ΔS
*
t

=St(1+r
τ-t
365 )-St-1(1+r

τ-t+1
365 )-(dt-dt-1)

=ΔSt(1+r
τ-t
365 )-Δdt-St-1

r
365

             (2)

이 식은 SFP가 성립할 경우 선물가격의 일간변동이 우변 첫 번째 항의 물

1) 선물배당액지수는 코스피200 구성종목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상되는 배당지

액으로서, 구체 인 공식은 한국은행(2004), p.284를 참조.

2) 식(1)에서 이자율(r), 배당액지수(d), 잔존만기( τ-t)는 모두 확정  값이므로 S*t의 스

일만을 변화시킬 따름이다.

3) 휴일이 존재할 경우 식(2)의 마지막 항에 (1+휴일수)를 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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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 두 번째 항의 배당액지수의 변동  세 번째 항의 잔존만기 단축효

과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SFP에서와 같이 무 험이

자율과 배당액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될 경우, 선물가격의 일간변동은 물가

격 변동과 잔존만기 단축효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식(2)에서 선물  물가격의 일간변동인 ΔFt와 ΔSt는 t일에 선물시장  

물시장에 주어진 새로운 정보(news, innovation)에 하여 선물  물시장

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식(2)의 등호 계는 선물  물시장

에 동일한 뉴스가 주어지고 그 뉴스에 하여 시장이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미시구조(market microstructure)의 차이 때문에 두 시장이 다른 

정보를 사용하거나 동일 정보에 한 반응이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시장미시

구조의 차이로서 물시장보다 더 은 투자액( 버리지 효과)과 거래비용을 

로 들 수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유리한 투기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거래비용의 존재와 물 공매도(short 

selling)의 제약 때문에 차익거래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없다면, 물시장과 선

물시장은 새로운 정보에 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선물시장과 물시장이 뉴스에 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우는 선물  물시장에 동일한 정보가 주어지지만 어느 한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선도(lead) 는 지체(lag)하여 반응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서

는 제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실증  연구가 존재하며, 체로 선물

시장이 물시장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경우는 두 시장에 동일한 정보가 주어지지만 어느 한 시장이 다른 시장

보다 더 민감하게(more sensitive) 반응하는 경우이다. 어떤 뉴스가 주어졌을 

때, 물시장보다 선물시장에서 그 뉴스를 이용하여 더 큰 투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동일 뉴스에 해 선물가격 변동이 물가격 변동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이다.

셋째 경우는 다른 시장보다 어느 한 시장에서 더 다양한(more diverse) 정보

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일반 으로 투자자들이 더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우월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기회가 더 큰 선물시장이 더 다양한 정보를 반 할 것으

로 추측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번째 경우와 의 두 번째 경우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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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모형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정보

에 한 선도/지체 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경우, 즉 두 시장이 ① 뉴스

에 한 민감도의 차이와 ② 뉴스의 다양성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

이다.

(1)  뉴스에 한  민감도 차이의 검증모형

뉴스에 한 민감도의 차이는 식(2)를 다음과 같은 단순회귀모형으로 변환하

여 검증할 수 있다.

ΔFt=α+βΔS
*
t+ε t                                           (3)

단, α와 β는 회귀계수이고 ε
t
는 잔차항임. 

만일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과 동일한 민감도를 갖고 반응한다면, 

식(3)의 기울기 β는 1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는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β는 1보다 클( 는 작을) 것이다. 극단 으로 β가 

음의 값이면 선물시장의 반응이 물시장과 반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뜻

한다. 식(3)의 편 α은 뉴스에 한 선물시장의 반응의 평균  편의(bias)를 

측정한다. 만일 모든 종류의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상향( 는 

하향) 편의를 갖고 반응한다면 α의 추정치는 양( 는 음)의 값을 보일 것이다.

 주어진 뉴스의 성격, 즉 좋은 뉴스(good new)인지 는 나쁜 뉴스(bad 

new)인지에 따라 뉴스에 한 두 시장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좋

은 뉴스는 코스피200 일간수익률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이고 나쁜 뉴스는 

-1.5% 이하로 하락한 경우이다. 이를 고려하기 하여 다음의 회귀모형을 추정

한다.

ΔFt=α+αUUt+αDDt+βΔS
*
t+βUUtΔS

*
t+βDDtΔS

*
t+ε t             (4)

단, Ut는 코스피200 일간수익률이 +1.5% 이상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

고, Dt는 코스피200 일간수익률이 -1.5% 이하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

수.4)

식(4)의 해석과 련하여,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에 한 선물시장의 반

응에 특히 심을 둘 필요가 있다. 만일 β
D
가 양의 값을 갖는다면, 나쁜 뉴스

가 주어질 때 투자자들이 물의 공매보다 선물의 매도를 통해 그 정보를 이용

하려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 2002년 11월 이후의 코스피200 일간수익률의 표 편차가 약 1.5%로서 3개 하 기간  가

장 작았다. 이를 고려하여 ±1.5%를 기 으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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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의 다양성 차이의 검증

시장에서 구체 으로 어떤 정보가 이용되었는지 사후 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만 더 다양한 정보를 반 할수록 가격

변동의 범 가 더 클 것이라는 사실에 기 하여 한 통계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즉, 선물가격과 이론가격의 변동폭을 비교함으로써 두 시장에 반 된 정

보의 다양성을 비교해볼 수 있다. 

매 순간의 주문을 반 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연속거래 방식에서는 더 다

양한 정보가 반 될수록 하루  형성된 가(low price)와 고가(high price)가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선물가격과 이론가

격의 고가와 가의 차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 평균범 차이(mean 

range-difference)를 사용하여 뉴스의 다양성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RD=
1

T-1 ∑
T

t=2[
FHt -F

L
t

S
*
t-1

-
S*Ht -S

*L
t

S
*
t-1 ]                           (5)

단, RD t은 범 차이이고, FHt 과 F
L
t
은 t일  형성된 Ft의 고가와 가, S*Ht 과 

S*Lt 은 t일 의 S*t의 고가와 가임.

만일 물시장에 주어지지 않은 극단 인 정보가 선물시장에 주어진 경우 선

물가격은 물가격보다 더 높은( 는 낮은) 고가( 는 가)가 형성될 것이며, 

그 결과 고가와 가의 차이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선물시장에서 더 다양

한 정보가 이용되고 있다면, 체로 선물가격의 범 는 물시장의 그것보다 

평균 으로 더 큰 값을 가질 것이고 그 결과 평균범 차이 RD  역시 (+)의 값

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평균범 차이는 표본평균의 일종이므로, 

0과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t통계량을 사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선물시장은 물시장보다 특정한 종류의 뉴스를 더 다양하게 

반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를 비교하기 해 다음의 평균고가차이(mean 

high-price difference) HD와 평균 가차이(mean low-price difference) LD를 

계산한다.

HD=
1

T-1 ∑
T

t=2[
FHt -Ft-1

S
*
t-1

-
S*Ht -S

*
t-1

S
*
t-1 ]                        (6)

LD=
1

T-1 ∑
T

t=2[
FLt -Ft-1

S
*
t-1

-
S*Lt -S

*
t-1

S
*
t-1 ]                        (7)

이 두 통계량도 표본평균의 일종이므로 자유도가 ( 찰치수-1)인 t분포를 갖

는다. 

만일 선물시장이 좋은 뉴스(good news)를 더 다양하게 반 한다면 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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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 고가 변동폭이 이론가의 변동폭보다 더 크게 형성될 것이므로, HD는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반 로 선물시장이 나쁜 뉴스(bad news)를 더 

다양하게 반 한다면 선물가격의 가 변동폭이 이론가의 경우보다 더 낮게 

형성될 것이므로, LD는 음(-)의 값을 갖게 될 것으로 상된다.

IV. 실증적 검증

1. 자료와 기술통계

(1)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선물가격 자료는 1996년 7월1일부터 2005년12월29일까지 

2,456 거래일의 일별 종가(정산가)로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한 일별 종가

자료이다. 코스피200 지수선물시장은1996년 5월에 개설되었으므로, 이 기간은 

선물시장 개설 기부터 최근까지의 거의 모든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일 시 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선물은 만기일을 달리하는 4개의 계약으

로서, 편의상 近月物, 次近月物, 次遠月物, 遠月物로 구분하여 부른다. 이 

논문에서는 선물가격 자료를 이 네 가지 시계열로 구성하고, 이  거래량이 

하게 은 차원월물과 최원월물을 제외한 최근월물과 차근월물의 두 가지 

자료만을 사용한다.5)

최근월물 자료의 경우, 선물 만기일에 있을 수 있는 이상거래의 향을 제거

하기 해 최종거래일  그 날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근원물

의 경우, 시장경쟁이 없이 소수의 거래자에 의해 선물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50계약 미만의 거래량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50계약 이상의 

거래량이 존재하는 경우의 자료만을 이용한다. 

물가격 자료는 동일 기간의 코스피200 종가 자료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수선물 일별종가 자료에는 식(1)의 우변과 동일한 식에 의해 계산

된 이론가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식(2)의 우변의 ΔS*t,T는 이 이론가의 차

분 값을 사용하여 구하 다.  무 험이자율은 동일 기간의 증권업 회 발표 

CD수익률이다.

뉴스에 한 자산시장의 반응은 투자자의 학습효과이나 뉴스의 성격 등에 따

5) 차근월물, 차원월물, 최원월물의 일간거래량(계약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이  표에서 차

원월물과 최원월물의 거래량이 매우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수 차근월물 차원월물 최원월물

0 98(3.99%) 1,468(59.81%) 1,915(78.01%)

1∼49 1,067(43.44%) 949(38.64%) 518(21.09%)

50 이상 1,290(52.57%) 38(1.55%) 2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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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질 수 있다. 먼  투자자의 학습효과를 반 하기 해 체기간을 ①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기인 1996.7월∼1998.12월,　② 정착기인 1999.1월∼

2002.10월, ③ 상장지수펀드(ETF)가 이용될 수 있는 2002.11월∼2005.12월 등의 

3개의 하 기간으로 구분한다.6)  뉴스의 성격을 좋은 뉴스( 물가격이 1.5% 

상승)와 나쁜 뉴스( 물가격이 1.5% 이상 하락) 등의 하 표본으로 나 어 식

(4))에 한 추정을 행한다.

(2)  기술통계량

코스피200 지수선물가격과 이론가격  물가격의 일간변동에 한 주요 기

술통계량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는 자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세 가지 가격의 일간변동의 Jaque-Bera 

정규성 검증통계량이 거의 모두 1% 유의수 에서 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이것은 코스피  선물가격 자료가 두터운 꼬리를 갖는 비 칭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모든 ADF 통계량이 1% 유의수

의 임계값보다 히 작다는 이며, 이것은 모든 일간변동 시계열이 단 근

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특징은 선물가격 일간변동( ΔF)의 표 편차가 이론가격의 그것보다 

약간 크다는 으로서, S&P500 지수선물을 상으로 한 MacKinlay & 

Ramaswamy(1988)에서도 발견되는 상이다. 체기간의 경우, 최근월물 이론

가격 일간변동의 표 편차는 1.8372포인트이지만 선물가격의 그것은 1.9891포

인트이다. 이러한 특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차근월물과 3개 하 기간에서

도 일 성 있게 발견된다. 이와 같이 선물가격의 변동성이 이론가격의 변동성

보다 크다는 것은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반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해서는 3항에서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6)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인 KODEX200은 2002년 10월14일에 상장되었다. 상장

지수펀드의 거래는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획기 으로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

에 선물가격이 물․선물 패리티에 기 한 이론가격에 더욱 근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만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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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JB ADF 찰치수

96.7-05.12

최근월물 ΔF 0.0357 1.9891 -0.1658 4.7889 323** -49.0** 2,342

최근월물 ΔS* 0.0164 1.8372 -0.2228 5.3678 566** -35.7** 2,342

차근월물 ΔF 0.0740 1.8879 0.0230 4.6720 151** -47.9** 1,290

차근월물 ΔS* 0.0754 1.7789 -0.1349 4.9598 210** -45.2** 1,290

물가격 ΔS 0.0351 1.8211 -0.2305 5.5050 664
**

-35.9
**

2,455

96.7-98.12

최근월물 ΔF -0.0380 1.5673 0.1972 3.3426 8* -24.5** 700

최근월물 ΔS* -0.0682 1.3465 0.1775 3.9996 33** -22.6** 700

차근월물 ΔF -0.0586 1.7292 0.5845 4.5135 47** -23.6** 310

차근월물 ΔS* -0.0525 1.5142 0.0996 3.8100 9** -21.8** 310

물가격 ΔS -0.0361 1.3309 0.2108 4.1284 44
**

-22.6
**

730

99.1-02.10

최근월물 ΔF 0.0093 2.4810 -0.1845 4.1464 55** -31.2** 894

최근월물 ΔS* -0.0063 2.3199 -2.2285 4.5465 99** -29.1** 894

차근월물 ΔF 0.0008 2.4096 0.0135 4.3708 25** -30.4** 316

차근월물 ΔS* 0.0080 2.3177 -0.0393 4.6671 37** -28.4** 316

물가격 ΔS 0.0192 2.3079 -0.0393 4.6239 113
**

-29.1
**

939

02.11-05.12

최근월물 ΔF 0.1363* 1.6520 -0.2597 3.8252 30** -27.6** 747

최근월물 ΔS* 0.1228
* 1.5593 -0.3251 3.7481 31** -26.8** 747

차근월물 ΔF 0.1725
** 1.6615 -0.1826 3.6187 14** -27.6** 663

차근월물 ΔS* 0.1673
** 1.5866 -0.2938 3.7288 24** -26.8** 663

물가격 ΔS 0.1202 1.5324 -0.2995 3.7619
**

31
**

-26.8
**

785

주) 1) 최근월물의 통계량은 최종 3 거래일의 찰치를 제거하고 계산된 것임. 차근월물

의 경우, 거래량이 50계약 이상인 것만을 계산에 포함하고 있으나, ADF 통계량을 

계산할 때에는 선물가격이 형성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 음.

    2) JB와 ADF 통계량의 **와 * 표시는 각각 1%  5% 유의수 에서 0과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1> 기 자료의 주요 기술통계량 

 

(3)  괴리도

물․선물 패리티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해 흔히 다음과 같이 괴리도

(disparity)를 계산하여 사용한다.

Dt= (Ft-S
*
t )/S

*
t
                                               (9)

일반 으로, 주가지수 포트폴리오의 공매에 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

물매수  물매도를 수반하는 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 그 결과 괴리도는 체로 (-)의 값을 갖게 된다. <표 2>에

서 괴리도의 평균은 만기의 차이와 찰기간의 차이에 계없이 (-)의 값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괴리도의 값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게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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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월물의 경우,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 기인 1998년 12

월 이 의 괴리도 평균은 -2.02% 정도이었지만 2002년 11월 이후에는 1/5 수

인 0.42%로 낮아졌다. 2002년 11월 이후의 괴리도의 표 편차도 개설 기의 

수 에 비해 1/6 수 으로 낮아졌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익거래 기

회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근월물의 괴리도는 최근월물보다 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1998년 12월 이

 차근월물의 괴리도의 평균은 최근월물의 1.8배이고 2002년 11월 이후의 그

것은 2.2배에 달한다. 최근월물과 차근월물의 괴리도의 표 편차는 그리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이러한 괴리도 평균의 차이는 차근월

물에 더 많은 차익거래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 찰치수

96.7-05.12

최근월물 -0.0093 0.0198 0.0649 -0.1266 2,343

차근월물 -0.0161 0.0232 0.0416 -0.1499 1291

96.7-98.12

최근월물 -0.0202 0.0308 0.0649 -0.1266 701

차근월물 -0.0365 0.0384 0.0416 -0.1499 310

99.1-02.10

최근월물 -0.0050 0.0116 0.0397 -0.0561 894

차근월물 -0.0101 0.0125 0.0406 -0.0555 317

02.11-05.12

최근월물 -0.0042 0.0047 0.0080 -0.0256 747

차근월물 -0.0094 0.0058 0.0047 -0.0405 663

주) 최근월물의 통계량은 최종 3 거래일의 찰치를 제거하고 계산된 

것임. 차근월물의 경우, 거래량이 50계약 이상인 것만을 계산에 포함

하고 있음.

<표 2> 괴리도의 주요 기술통계량 

2. 뉴스에 대한 민감도

<표 4>는 식(3)을 추정한 결과이다. 최근월물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체기

간과 모든 하 기간에서 α의 추정치는 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결과는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과 체계 인 편의(bias)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체기간에 한 최근월물의 β  추정치는 0.9935로서 1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하 기간의 추정치를 보면,  2002년 11월 이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β의 추정치는 모두 1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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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없

다. 2002년 11월 이후의 기간에서는 β의 추정치는 1.0228로서 1보다 유의하게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뉴스에 한 선물시

장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차근월물의 β의 추정치도 1과의 차이에 한 부호는 최근월물의 경우와 다

른 값이 있긴 하지만, 2002년 11월 이후의 추정치만 1보다 유의하게 큰 값을 

보이고 있다는 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월물의 α의 추정치는 체기간과 하 기간에서 모두 0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차근월물의 추정치는 최근월물의 그것과 부호를 달리하는 경우

가 있긴 하지만, 모두 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는 동일

한 뉴스가 주어질 때 선물시장의 반응이 물시장과 비교하여 뚜렷한 편의

(bias)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간 96.7-05.12  96.7-98.12 99.1-02.10 02.11-05.12

최근월물

α̂ 0.0192(1.27) 0.0296(0.95) 0.0156(0.56) 0.0103(0.65)

β̂  1.0074(0.90) 0.9900(-0.43)  1.0065(0.54)  1.0228(2.24**)

R
2  0.87  0.72  0.89  0.93

F비율  15093(0.00)  1825(0.00)  6918(0.00)  10121(0.00)

찰치수  2342  700  894  746

차근월물

α̂ -0.0009(-0.05) -0.0073(-0.14) -0.0086(-0.18) 0.0007(0.05)

β̂ 0.9935(-0.63) 0.9761(-0.71) 0.9751(-1.22) 1.0198(2.12**)

R
2 0.88 0.73 0.88 0.95

F비율 9126 835 2295 11862

찰치수 1290 310 316 662

주) 회귀계수 추정치의 호 안은 t값이며, β̂의 경우 β=1의 귀무가설에 한 t 값

임. *는 1%, **는 5%, ***은 10%의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3> 식(3)의 추정결과

<표 5>는 코스피200에 해 좋은 뉴스( 일 비 1.5% 이상 상승한 Ut=1 ) 

는 나쁜 뉴스( 일 비 1.5% 이상 하락한 Dt=1 )가 주어진 경우를 더미변

수로 채용한 식(4)의 추정결과이다. 큰 폭의 물가격 변동을 가져온 좋은 뉴

스 는 나쁜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β
U
와 β

D
는 모두 0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것이다. 

<표 5>에서 체기간에 한 최근월물의 β̂
U
와 β̂

D
는 0과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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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지 않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개장 기인 96.7-98.12월의 기간  β̂
U
와 

β̂
D
 모두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어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모두에 해 선

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02.11-05.12월의 기간 에는 β̂
U
가 강하게 0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고 있으며, 이 시기에 좋은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 음을 

의미한다.

96.7-05.12 96.7-98.12 99.1-02.10 02.11-05.12

최근월물

α̂ 0.0209(1.07) 0.0084(0.20) 0.0356(0.89) 0.0219(1.16)

α̂
U

0.1238(1.55) 0.5000(3.02) 0.0617(0.43) -0.4438(-3.41***)

α̂
D

-0.1246(-1.71) -0.3772(-2.25**) -0.1519(-1.24) -0.0537(-0.42)

β̂ 1.0083(0.31) 1.0558(0.73) 0.9523(-0.85) 1.024(1.10)

β̂
U

-0.0432(-1.10) -0.2697(-2.45**) 0.0301(0.43) 0.1622(2.87***)

β̂
D

-0.0396(-1.08) -0.2749(-2.44**) 0.024(0.36) -0.0147(-0.29)

R
2 0.87 0.73 0.89 0.93

F비율 3022 375 1383 2048

찰치수 2342(473, 475) 700(141, 148) 894(218, 229) 746(114, 97)

차근월물

α̂ -0.0147(-0.62) -0.0912(-1.27) -0.0099(-0.15) 0.0034(0.19)

α̂
U

0.0339(0.35) -0.1211(-0.50) 0.2293(1.10) -0.2837(-2.42**)

α̂
D

-0.1945(-1.98
**
) -0.3429(-1.37) -0.2403(-1.18) -0.1745(-1.40)

β̂ 1.0151(0.50) 0.8818(-0.92) 0.9809(-0.20) 1.0331(1.65*)

β̂
U

-0.0156(-0.33) 0.2594(1.54) -0.0682(-0.59) 0.0944(1.88*)

β̂
D

-0.1079(-2.35
**
) -0.1567(-0.91) -0.0733(-0.64) -0.0815(-1.67

*
)

R2 0.88 0.74 0.88 0.95

F비율 1832 172 458 2391

찰치수 1290(265, 236) 310(76, 73) 316(80, 81) 662(109, 81)

주) 회귀계수 추정치의 호 안은 t값이며, β̂의 경우 β=1의 귀무가설에 한 t 값임. *는 

1%, **는 5%, ***은 10%의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 식(4)의 추정결과

체기간에 한 최근월물의 α̂
U
와 α̂

D
의 추정치는 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으며, 2002.11월 이후의 기간을 제외한 하 기간에서도 동일한 결과

이다. 다만, 2002.11월 이후 하 기간의 경우 α̂
U
가 강하게 유의한 (-)값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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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며, 이 시기에 선물시장이 좋은 뉴스에 해 하향 편의(downside 

bias)를 보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근월물은 최근월물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체기간의 경우, 

β̂
D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나쁜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2.11월 이후 

하 기간의 β̂
U
는 약간 유의한 양의 값이고 β̂

D
는 약간 유의한 음의 값이다.

체기간의 경우, 차근월물의 α̂
D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하 기

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쁜 뉴스에 해 선

물시장이 하향 편의를 보이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에 띄는 결과로서, 

2002.11월 이후 하 기간의 α̂
U
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최

근월물에서의 추정결과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3. 뉴스의 다양성

<표 6>은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다양한 뉴스를 반 하고 있는지를 검

증하기 해 식(6), (7), (8)에서 제시된 척도들의 추정치와 t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월물의 경우, 체기간의 평균범 차이( RD)는 0.0004로서 0과 유

의한 차이를 갖지 않는다. 선물시장 개설  기인 1998.12월 이  하 기간을 

제외한 다른 하 기간에서도 RD는 0과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는다. 

최근월물의 평균고가차이( HD)는 체기간과 하 기간 모두에서 뚜렷하게 유

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최근월물 선물시장이 좋은 뉴스를 더 다

양하게 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가차이( LD)는 

HD의 경우와는 달리 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LD는 1998.12월 

이 의 하 기간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1999.1-2002.10월의 기

간의 추정치는 약하게 유의하지만 상과 다른 부호를 갖고 있고, 2002.11월 이

후 기간의 추정치는 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근월물의 경우, 체기간과 모든 하 기간에 걸쳐 RD와 LD의 추정치는 

상과 다른 부호를 보이고 있지만, 0과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는다.  체기

간의 HD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하 기간에서는 뚜렷하게 유의

한 값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물시장이 좋은 뉴스를 더 다양하게 반 하

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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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HD LD

최근월물

96.7 - 05.12 0.0004(0.42) 0.0013(6.41
***
) 0.0009(0.90)

96.7 - 98.12 0.0028(5.23
***
) 0.0012(2.13

**
) -0.0016(-3.00

***
)

99.1 - 02.10 -0.0028(-1.14) 0.0013(4.99
***
) 0.0041(1.66

*
)

02.11 - 05.12 -0.0003(0.23) 0.0013(4.44***) 0.0016(1.12)

차근월물

96.7 - 05.12 -0.0008(-0.73) 0.0006(2.25
**
) 0.0014(1.25)

96.7 - 98.12 -0.0009(-0.27) 0.0015(1.79
*
) 0.0025(0.73)

99.1 - 02.10 -0.0030(-0.93) 0.0001(-0.17) 0.0029(0.91)

02.11 - 05.12 -0.0020(-0.84) 0.0007((1.43) 0.0027(1.16)

주) 호 안은 t값임. *은 10%, **은 5%, ***은 1%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나

타냄.

<표 6> RD, HD  LD의 t검증 결과

  

V. 요약과 결론

이 논문은 새로운 뉴스에 해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

는지와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다양한 뉴스를 반 하여 가격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한 논문이다. 이를 해, 이 논문에서는 뉴스

에 한 민감도와 반 하는 뉴스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한 척도를 해를 측정

하기 한 척도를 제시하 다. 뉴스에 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선물

가격의 일간변동을 이론가격 변동에 해 회귀시킨 식(3)과 (4)의 회귀계수를 

그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반 하는 뉴스의 다양성은 선물가격과 이론

가격의 하루  고가와 가의 범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는 에 착안하여 식

(5), (6)  (7)의 척도를 제시하 다.

이 논문에서는 코스피200 지수선물시장의 개설 기인 1996년 7월부터 최근

의 2005년 12월말까지 선물가격, 물가격  이론가격의 일별 자료를 사용하

고,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기 해 체기간을 1996.7-1998.12월, 1999.1-2002.10

월  2002.11-2005.12월의 3개 하 기간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시장에 상장

되어 거래되는 계약은 4개이지만 거래량을 고려하여 최근월물과 차근월물 자

료만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뉴스에 해 선물시장과 물시장의 반응이 민감도의 차이를 보이는지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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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편의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해 식(3)의 회귀식을 추정하 다. 민감도

의 차이를 나타내는 β의 추정치는 1과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

에 뉴스에 한 두 시장의 민감도는 체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그러나 시기 으로 보면 최근기간(2002.11-2005.12월)에는 최근월물  

차근월물 모두 1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어 선물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뉴스( 물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와 나쁜 뉴스( 물가격이 1.5%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 민감도와 체계  편의의 차이를 측정하기 해 더미

변수를 도입하여 식(4)를 추정하 다. 그 추정결과가 일 성 있는 해석을 가능

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기간에 최근월물의 가격이 좋은 뉴스에 해 

물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향편의를 보이고 있다는 이 특히 

에 띄는 결과이다.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반 하는지를 측정하기 해 평

균범 차이( RD), 평균고가차이( HD)  평균 가차이( LD)를 추정하 다. 

체 으로 RD는 0과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으므로 선물시장이 물시장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반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월물의 평균고가차이( HD)는 체기간과 하 기간 모두에서 뚜렷하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월물 선물시장은 물시장보다 좋은 뉴스를 

더 다양하게 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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