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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발행된 KOSPI200 ELW의 일별 시장 데이

터를 활용하여, 동일한 조건의 ELW 시장가격과 옵션 시장가격의 차이의 존재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검증하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서로 다른 시장

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는 옵션과 ELW의 가격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국내 ELW 실증분석에서 가격차이에 대한 요인분석이 실시되지 않아 회귀분석을 통해 살

펴보았다. 가격차이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ELW와 옵션의 거래량, 잔존일수, moneyness, LP

보유량, VKOSPI, moneyness와 잔존일수의 상호작용 등으로 설명되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격결정의 측면에서 ELW와 옵션은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ELW를 공급하는 LP존재유무의 차이로 인해 이와 같은 가격차이가 발

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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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지난 1996년 주가지수선물과 1997년 주가지수옵션이 도입된 이후로 국내파생상품시장은 속

도로 발전해왔다.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시장에서 거

래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상품으로 ELW(‘Equity Linked Warrant’=주식워런트증권)는 개

별주식이나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지

닌 유가증권(Securities)의 하나로 옵션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ELW의 특

징으로는 레버리지 효과, 한정된 투자위험, 위험 헤지, 높은 유동성, 새로운 투자수단 등 다

양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옵션과 비슷한 특징이며 적은 투자규모로 같은 주식 수에 해

당하는 주식투자와 비슷한 투자효과를 갖는다. 만일 주가가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

우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큰 수익률을 얻게 되고, 예상과 달리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최대 손실규모를 최초 ELW매입대금으로 한정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시장

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에게 항상 투자기회 등을 제공

한다. 또한 개별주식의 경우 ELW시장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옵션은 유동성공

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다. 헤지의 수단으로 ELW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헤지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점 때문에 2005년 12월 1일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ELW는 양적 성장을 지속하여 개설 4년 만에 급속도로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옵션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옵션구성조건을 만족해야 발행할 수 있지만, ELW는 발행주체

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게 부여된다. 다시 말하면 옵션은 거래소의 결제기관으로 결제이행의 

최종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에 ELW는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그에 따르는 신용위험 부

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옵션시장의 경우 투자자

는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만 ELW는 매수 포지션만 가능하다. 옵션의 경우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시장가격이 균형을 이루는 반면에 ELW는 투자자가 매수 포지션만 가능하기 때

문에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LP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옵션과 ELW가 비슷한 손익구조 특성을 지

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LP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LP제도는 투자자들에게 원

활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굉장한 장점이지만 최근에 LP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스캘퍼(Scalper)가 등장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옵션과 ELW는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행사가격, 만

기일)까지 일치하는 경우도 빈번히 존재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



는 ELW와 옵션이 동일한 손익구조를 갖게 하는 조건인 기초자산, 행사가격, 만기일까지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은 2005년 12월부터 ELW가 개설된지 6년의 시간 동안 각각의 시장을 

유지하며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ELW에 관한 실증연구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자산, 행사가격, 만기일이 같은 ELW와 옵션의 가격차이는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동일한 조건의 옵션과 ELW간에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2 관련 연구 

ELW에 관해 국내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ELW의 Overpricing 또는 misspricng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다양한 측면을 구별해보자면 

LP유동성, 증권사간 가격차이, 심리와 제도, 기초자산이 같은 옵션의 가격차이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LP유동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2011)은 LP의 유동성 공급에 수반된 헤지

비용이 포함되어 ELW가격이 옵션에 비해 높다고 하며, ELW 가격이 옵션에 비해 높은 정도는 

내재가치가 작은 ELW종목이 큰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재

가치가 거의 없고 주관적인 시간가치로만 이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LP가 갖는 독점력에 기초

하여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LW 가격이 주식

옵션에 비해 높은 정도는 오전이 높고 오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는데 그것은 초단기 매매를 하는 스캘퍼들이 오전장에는 매수하여 장을 마감하기 전까

지 매도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이 많다고 해서 ELW와 옵

션의 가격차이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2008)은 거래정보를 사용하여 ELW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도, KOSPI200옵션

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호가스프레드, 유효스프레드, 

호가잔량,시장품질)들이 금융위기 이전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LP가 적극적으로 호

가제출에 임할수록 호가스프레드는 감소, 호가잔량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LP의 적극적인 

호가제출 LP간 경쟁도와 시장의 독점정도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 비해 독점 정도가 크게 완화

되어 LP간에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최혁•우민철(2010)은 LP는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체결가능성을 높여 유동성을 제공하며 안

정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으며, LP에게 부여된 시장조성권은 독점적



이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LP들간에 경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서 LP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동성공급 능력차이가 존재함을 제

시하였다. 또한 내국인 LP가 외국인 LP보다 낮은 스프레드와 깊은 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LP

간 유사종목을 두고 벌이는 경쟁만으로는 ELW적정가격 도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

유는 지정가주문만으로 최적유동성 공급이 달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증권사간의 가격차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민철(2009)은 실증분석을 통해 ELW발행사들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행가격의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LP를 2개씩 조합하여 동

일한 매매일의 내재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LP간에 뚜렷한 내재변동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

하였다. 

심리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고봉찬(2011)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ELW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은 대부분 소액으로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ELW 투자를 결정할 때 상품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히 단기 고

수익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조기종료

ELW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보일수록, ELW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발행증권사에 대한 평가점수가 호의적일수록 ELW 투자의향은 유의하

게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이고 중도 투자성향을 가질수록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ELW시장규모가 가장 큰 홍콩주식시장에서 실증연구한 Gang Li and Chu 

Zhang(2011)에서는 기초자산이 같은 옵션과의 Derivative Warrants( 이하 DW )간의 가격차이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옵션가격보다 DW가 높은 것은 유동성의 양으로 설

명되어졌다. DW가 옵션에 비해서 평균보유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수-매도 스프레

드가 단기일 때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보유할 때 높은 수익률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금융감독원(2011)은 2010년 6월 10일이 최종거래일인 KOSPI200 콜옵션중에 행사가격별로 

5 종목을 선정하여 주식옵션과 ELW를 비교하였다. 가격리도에 관해 어떠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여하고자 한다.  

 

Ⅱ. 시장 구조 및 현황 

2.1 ELW 발행 시장의 구조 

서론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ELW의 발행 조건은 발행사의 자율이나 투자자 보호 및 편의 제



고 등을 위해 거래소와 발행사는 어느 정도 발행조건을 표준화하여 발행하고 있다. 만기결제 

방식은 현금결제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투자자가 별도로 권리 행사를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권리행사 방식으로 처리되어 편의를 제고하였다. 권리행사 방식은 만기시점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럽식을 택하고 있으며 주가지수 ELW의 경우에는 최종 거래일 주가지수 종가를 사용

한다.  

ELW는 옵션이 파생상품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유가증권으로 분리되어 증권시장에

서 거래되고 있다. 옵션의 경우 순매수, 순매도 포지션이 가능하며 거래소 결제 방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시행하지만 ELW의 경우에는 순매수 포지션만 가능하며 옵션과 같은 일일정산제도

는 없다. ELW의 매매방식은  옵션 매매, 주식 매매와는 차이점이 있다. 첫째, 발행사가 발행

한 ELW에 대해서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하는 발행사 LP제도가 있으며 둘째, 발행사가 ELW를 발

행하고 유동성공급을 제 3자 LP를 지정하여 맡기는 제 3자 LP제도가 있다. LP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신고스프레드 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에 양방향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

다. 이처럼 LP는 양방향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어 가격 안

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게 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게 된다. 

2.2 LP의 독점적 구조 

    금융감독원(2011)에 따르면 LP이외의 대부분의 ELW 투자자들은 ELW를 하루 이상(over-

night position)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장중에는 활발한 거래로 인하여 LP의 독점

상태가 해소되지만 장 마감 때에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ELW물량을 다시 LP에게 매각하

게 됨으로써 다시 LP가 공급 독점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옵션시장의 경우 매수/매도 포

지션을 통해서 가격결정이 수급균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영향력이 행사되기 어려

우나 ELW의 경우 계속적인 LP의 독점적 구조 때문에 ELW의 가격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측면에

서 어느 정도 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감독원(2011)에 따르면 LP가 시장의 주

목을 받기 위하여 상장초기에 스캘퍼와의 거래에서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호가 스프레드를 

좁혀서 스캘퍼의 진입을 유인하다고 한다. 이는 LP와 스캘퍼가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공

생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LP와 스캘퍼간의 공생관계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일반투

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공정성과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3 스캘퍼 

    LP는 투자자들에게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다가 ELW가 팔리게 되면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향후 청산시 따르는 위험을 헤지한다. LP는 수많은 종목의 ELW의 가격 계산을 위해 ELW 매수/

매도 호가는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주목 받고 있



는 스캘퍼(scalper)는 이러한 시스템의 빈틈을 노린 투기자를 말한다. 즉, 기초자산의 변화를 

LP의 자동화 시스템보다 먼저 포착하여 해당 ELW를 매수한 뒤에 LP 자동화 시스템이 재조정된 

호가를 제시하면 이에 따라 매수한 ELW를 매도하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 LP가 호가를 제시할

때에는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많지만 이에 반해 스캘퍼는 단순히 시간차에 집중하여 +1 틱의 

초단타 매매를 함으로써 박리다매의 불공정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LP가 갖고 있는 시스

템의 구조를 스캘퍼들이 알고 있다면 이에 더욱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듬으로써 더욱 안정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Ⅲ. 표본 및 분석 방법 

3.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LW중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별데이터를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금융감독원(2011)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따라 옵션과 동일한 조건(기초자산, 만기일, 행사가격)의 ELW를 채택하여 비

교하였으며, 채택기준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옵션만기일날의 KOSPI200 지수에 가장 가까운 행

사가격을 선택하고 선택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2개 종목과 행사가격이 낮은 2개 종목을 선정하

였다. 예를 들어 만기가 2010년 2월 11일이고 KOSPI200지수 종가가 206.55라면 기준 행사가격

을 종가와 가장 가까운 205.0로 잡았다. 행사가격 205.0에서 가장 가까운 종목( 200.0, 202.5, 

205.0, 207.5, 210.0)으로 채택하였으며, KOSPI200 콜옵션과 콜ELW를 만기일기준으로 영업일

수 20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만기일에 5개의 행사가격별로 20개의 데이터가 있으므

로 총 100개(모든 표본의 개수는 500개(100 * 5개월)) 표본을 추출하였다.  

 

< 표 1 > 삽입 옵션과 ELW의 비교대상 종목 개요 

 

   기초자산, 만기일, 행사가격이 동일한 옵션과 ELW를 1:1 매칭하였다. ELW는 기초자산, 만

기일, 행사가격이 같은 종목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가장 거래가 활발하였던 

종목 1개를 선정하여 되도록 옵션과의 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해주었다. 만기일을 기준

으로 영업일수 20일을 선정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검정해 보았다. 

 

3.2 분석방법 

동일한 조건의 옵션과 ELW의 가격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하루하루의 종가를 비교하기로 하



였다. 매일매일의 옵션과 ELW의 가격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대부분의 투자자들

이 1영업일을 경과하여 종목을 보유하고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나

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자산, 만기일, 행사가격이 같은 ELW와 옵션의 가격

을 매일매일의 종가를 다음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가격차이(Difference) =  �����������가격���������옵션가격
��������옵션가격

× 100                 

 

Ⅳ. 분석 결과 

4.1 ELW와 옵션간의 가격차이 

 

< 표 2 > 삽입 ELW와 옵션간의 가격차이 

 

   ELW와 옵션간의 가격차이는 대부분의 기간안에서 행사가격별로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본기간으로 선택된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안에서, 특히  5월 만기일에는 행

사가격 217.5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가격들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는 5월 기간동안의 하

락세가 콜옵션과 콜ELW의 가격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어진다.1 언급했던 기간들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유의수준 0.1 이하로 비교적 뚜렷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격차이가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일별 가격차이가 0보다 크

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됨을 <표 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그림 1 > 삽입 KOSPI200 지수 

 

   < 그림 1 >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월 효과’2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하향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외국인들의 

이익실현으로 인한 매도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혀진다. 또한 옵션과 달리 ELW에 투자하는 개인

                                           
1  하락장의 영향만으로 2010년 5월 만기일의 행사가격별로 콜옵션과 콜ELW의 가격차이가 유의하지 않

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통계적 기법을 통해 확인해보지 못하였다. 다만, 하락장에서 콜옵션과 콜

ELW의 옵션과 ELW라는 특성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별다른 이유없이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상승하는 현상. 이는 주식시장의 이례현상중의 하나로써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투자심리를 부추겨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자들의 경우, 헤징의 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 단순히 방향성을 예측하여 고수익을 노려 투

자하는 무분별한 투자행태로 인하여 콜옵션과 ELW 콜의 가격차이를 형성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1월과 4월이 비슷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1월과는 달리 4월에는 콜옵션과 

콜ELW의 가격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급격하게 하락하

고 상승하는 4월과 5월을 살펴보면 만기일에 행사가격 부근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것은 콜옵션과 ELW 콜의 권리행사와 밀첩하게 연관되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LW의 경우, 옵션과 달리 LP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등가격(At the money) 부근에

서 델타헤징과 리스크 관리,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가로 ELW투자자에게 일종의 프리미엄을 

ELW가격에 포함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4.2 가격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어떠한 요인이 동일 조건의 콜옵션과 콜ELW의 가격차이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표 3 > 삽입 가격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  가격차이  =  α� +β�(ELW Trading share) +β�(Option Trading share) +β�(Time to Maturity) 

                     +β�(Interest) +β�(moneyness) +β�(LP holding) +β�(VKOSPI) +β�(moneyness ∗ TTM) + ε� 

모형 2 ∶가격차이 =  α� +β�(ELW Trading share) +β�(Option Trading share) +β�(moneyness) 

+β�(LP holding) +β�(VKOSPI) +β�(moneyness ∗ TTM) + ε� 

모형 3:가격차이 =  α� +β�(Option Trading share) +β�(moneyness) +β�(LP holding) 

                      +β�(moneyness ∗ TTM) + ε� 

 

ELW Trading share = KOSPI200 ELW 콜 거래량 

Option Trading share = KOSPI200 콜옵션 거래량 

Time to Maturity =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 이하 TTM ) 

Interest = 이자율(91일 만기 CD금리) 

Moneyness= 현재 KOSPI200지수/ 행사가 

LP holding = LP 보유량 

VKOSPI =  VKOSPI지수 

Moneyness * Time to Maturity =  moneyness와 만기일까지 잔존일수의 상호작용 (이하 MT)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모형을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먼저 동일한 조



건의 옵션과 ELW의 가격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만한 변수들을 직관적으로 생각하여 모형 1을 

구성하였다. 모형 1의 회귀분석을 토대로 좀 더 통계적으로 정밀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변수

들을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의한 모형 3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옵션과 ELW간의 가격차

이는 옵션의 거래량, TTM, moneyness, LP보유량 그리고 MT의 계수 유의수준 0.05하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즉, 외가격(Out of the Money)일수록, LP의 보유량이 많을수록, 잔존일수와 

Moneyness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옵션과 ELW의 가격차이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LP의 보유량이 많을수록 가격차이의 정도가 커진다는 결과인데, 이는 LP가 유동

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가 얻게 되는 프리미엄 때문으로 추정된다. 옵션의 거래량 또한 거

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장 균형적인 가격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이

는 LP가 존재하는 ELW가 균형적인 가격 이외에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동일한 조건( 기초자산, 행사가격, 만기일)하에서 ELW와 옵션의 가격차이에 대한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LW가격이 옵션에 비해 높게 형성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ELW시장이 옵

션시장과는 달리 LP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유동성공급을 제공하며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델타헤

징을 수행하는 것,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일종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또한 가격차이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 외가격일수록, LP의 보유량이 많을수록, 옵션 

거래량이 많을수록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ELW가 지

니고 있는 LP의 특성이 초래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다른 연구에서 실시

하지 않은 가격차이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좀 더 정확한 분서을 위해 표본의 개수

를 늘리고 표본의 기간을 늘려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도 스캘퍼, 투자자들의 이해부족, 비슷한 성격의 옵션상품 존재 등에 따른 ELW시장

의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ELW상품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LW가 LP라는 시장조성자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상품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끊임

없이 평가되어져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ELW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과 스캘퍼와 같은 초단타매매를 제도적으

로 시스템적으로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것이며, 공정성을 헤치는 투기자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감시하여 보다 건강한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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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옵션과 ELW의 비교대상 종목 개요 

 

이 표는 옵션과 ELW의 종목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 산정하였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만기일이 2010년 2월 11일이고 만기일 기

준 KOSPI200지수 종가가 206.55라면 ELW와 옵션의 행사가격 기준을 205.0로 설정하여 이와 가까운 행사가격 200.0, 202.5, 207.5, 210.0을 선

택하여 비교하기로 하였다. 하나의 만기일 기준으로 5개의 행사가격이 존재하며 영업일수 20일의 샘플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모든 ELW종목의 일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기일마다 옵션과 ELW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했으나, 

KOSPI200지수의 큰 움직임으로 새로운 행사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만기일 기준으로 영업일수 20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KOSPI200 ELW의 경우에도 각 행사가격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 결과를 얻기 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속되는 데이터를 선택하였다. 채택된 데이터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데이터이다. 

 

  

 

만기일 : 2010/2/11 만기일 : 2010/3/11 만기일 : 2010/4/8 

KOSPI200 지수 종가 행사가격 KOSPI200 지수 종가 행사가격 KOSPI200 지수 종가 행사가격 

206.55 
200.0 

218.98 
212.5 

226.66 
220.0 

202.5 215.0 222.5 

옵션 행사가격 기준 205.0 옵션 행사가격 기준 217.5 옵션 행사가격 기준 225.0 

205.0 
207.5 

217.5 
220.0 

225.0 
227.5 

210.0 222.5 230.0 
 

 

만기일 : 2010/5/13 만기일 : 2010/6/10 

KOSPI200 지수 종가 행사가격 KOSPI200 지수 종가 행사가격 

219.56 
215.0 

215.82 
210.0 

217.5 212.5 

옵션 행사가격 기준 220.0 옵션 행사가격 기준 215.0 

220.0 
222.5 

215 
217.5 

225.0 220.0 
 

 

 

 



< 표 2 > ELW와 옵션간의 가격차이 

 

   2010년 1월 ~ 2010 6월까지의 각각의 만기일에 행사가격별로 옵션과 ELW의 일별 가격차이(Difference)를 산출하였다. <표1>에서 설명한 개

요대로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값을 산출하였으며 ***는 유의수준 0.01이하, **는 유의수준 0.01~0.05, *는 유의수준 0.05~0.1을 나타낸다.  

 

가격차이(Difference) =  
KOSPI200ELW가격− KOSPI200옵션가격

KOSPI200옵션가격
× 100 

 

 만기일 KOSPI200 지수 종가 = 206.55 

2010/2/11 행사가격 = 200 2010/2/11 행사가격 = 202.5 2010/2/11 행사가격 = 205 2010/2/11 행사가격 = 207.5  2010/2/11 행사가격 = 210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2.16** 0.0171 -13.91*** <.0001 1.88** 0.0756 4.43*** 0.0003 -10.42*** <.0001 

 

만기일 KOSPI200 지수 종가 = 218.98 

2010/3/11 행사가격 = 212.5 2010/3/11 행사가격 = 215 2010/3/11 행사가격 = 217.5 2010/3/11 행사가격 = 220  2010/3/11 행사가격 = 222.5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9,76*** <.0001 4.92*** <.0001 3.02*** 0.007 4.68*** 0.0002 4.58*** 0.0002 

 

만기일 KOSPI200 지수 종가 = 226.66 

2010/4/8 행사가격 = 220 2010/4/8 행사가격 = 222.5 2010/4/8 행사가격 = 225 2010/4/8 행사가격 = 227.5  2010/4/8 행사가격 = 230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3.75*** 0.0014 -1.03 0.3167 4.96*** <.0001 6.20*** <.0001 7.4*** <.0001 

 

만기일 KOSPI200 지수 종가 = 219.56 

2010/5/13 행사가격 = 215 2010/5/13 행사가격 = 217.5 2010/5/13 행사가격 = 220 2010/5/13 행사가격 = 222.5  2010/5/13 행사가격 = 225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1.63 0.1198 -19.95*** <.0001 1.62 0.1215 1.48 0.1541 1.30 0.2086 

 

만기일 KOSPI200 지수 종가 = 215.82 

2010/6/10 행사가격 = 210 2010/6/10 행사가격 = 212.5 2010/6/10 행사가격 = 215 2010/6/10 행사가격 = 217.5  2010/6/10 행사가격 = 220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t - value Pr > |t| 

2.01* 0.0583 7.2*** <.0001 0.91 0.3727 2.14** 0.0455 2.88*** 0.0095 

*** 0.01 이하, ** 0.01~0.05, * 0.05~0.1 



< 그림 1 > KOSPI200 지수 

 

   아래 그림은 자료분석에 사용된 KOSPI200 지수이며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 6월까지이다. 보통 매년 초에는 주가가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지수의 움직임이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달러가치 상승으로 외국인들이 이익실현을 함으로

써 한국 주식시장의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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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가격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아래 결과표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동일한 조건의 콜옵션과 콜 ELW의 가격차이에 대한 요인을 알아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1 ∶가격차이 =  α� +β�(ELW Trading share) +β�(Option Trading share) +β�(Time to Maturity) +β�(Interest) +β�(Moneyness) +β�(LP holding) +β�(VKOSPI) +β�(Moneyness ∗ TTM) + ε� 

모형 2 ∶가격차이 =  α� +β�(ELW Trading share) +β�(Option Trading share) +β�(Moneyness) +β�(LP holding) +β�(VKOSPI) +β�(Moneyness ∗ TTM) + ε� 

모형 3:가격차이 =  α� +β�(Option Trading share) +β�(Moneyness) +β�(LP holding)  +β�(Moneyness ∗ TTM) + ε� 

 

구분 변수 계수 t-값 

모형 1 

ELW Trading share -1.331 -0.88 

Option Trading share 4.261 8.10*** 

Time to Maturity 0.069 1.04 

Interest 1.054 0.49 

Moneyness -3.903 -1.00 

LP holding 6.808 6.06*** 

VKOSPI -63.914 -0.97 

Moneyness*Time to Maturity -7.866 -0.58 

ADj R-sq 0.2705   

F-test 22.75  P<.0001   

구분 변수 계수 t-값 

모형 2 

ELW Trading share -1.05 -0.71 

Option Trading share 4.01 8.55*** 

Moneyness -7.615 1.12 

LP holding 6.885 6.14*** 

VKOSPI -7.183 0.53 

Moneyness*Time to Maturity 4.295 2.10** 

ADj R-sq 0.2688   

F-test 25.84   P<.0001   

구분 변수 계수 t-값 

모형 3 

Option Trading share 3.984 8.52*** 

Moneyness -7.53 -6.28*** 

LP holding 7.02 6.37*** 

Moneyness*Time to Maturity 4.399 2.17** 

ADj R-sq 0.2612   

F-test 45.10   P<.0001   

*** 0.01 이하, ** 0.01~0.05, * 0.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