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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 E-mini S&P Select Sector Stock 지

수 선물(선정업종 선물)은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시장

에서 업종별 익스포저를 관리하게 해주는 편리하고 비용 효

과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이 문서는 예상되는 다양한 산업 섹터(업종)의 상대적 가치

변화에 대처하여 선정업종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섹터가 중요할까요? 

Standard & Poor’s 500(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실적을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벤치마크입니다.  모든 산업 섹터를 포괄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P 500 과 같은 "거시 지수"들은 전체 시장의 개요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세스에서는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지표의 발표나 채권으로부터 주식 투자로의 

일반적인 자금 이동이 S&P 500 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 을 각기 다른 투자 특성을 지닌 9 개의 

선정업종 지수로 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사업, 

필수소비재 및 의료 섹터는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지닙니다.  에너지, 산업, 소재, 임의소비재 및 기술 섹터는 

본질적으로 보다 경기 순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1 

CME Group은 2011 년 3 월 E-mini 선정업종 지수 선물

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100 달러에 지수를 

곱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되며 금융계약의 경우 예외적으

로 250 달러에 지수를 곱한 가격으로 결제됩니다.   

이들 계약은 9 개 업종에 대하여 아웃라이트 섹터 리스크 

익스포저를 취하거나 섹터 리스크 익스포저를 헤징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업종의 

1S&P 500의 IT 및 통신 섹터는 합하여 하나의 기술 선정업종 지수를 

구성합니다. 

상대적 수익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트렌드를 활용할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이 저조한 업종으로부터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자금을 이동한다는 면에서 ‘업종 순환 

전략’이라 불립니다.   

특히 선정업종 선물은 투기이익의 일환으로 스프레드 거래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식 

자산운용사들이 하나의 섹터로부터 다른 섹터로 투자금을 

배분하거나 순환할 때에도 선정업종 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업종 수익률 

이 모든 지수들이 S&P 500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는 있지만

S&P 500 대비 섹터 지수의 통계적 회귀에서 산출한 베타(β) 및 

상관계수(R2)는 각기 다릅니다. 2    

2  트레이더들은 흔히 역대 베타나 순수 베타나 기본 베타를 소위 

조정 베타와 구분합니다.  역대 또는 "순수" β는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해 위에 설명한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조정 β라 함은 특정 증권의 β가 시간이 흐르면서 

1.0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 β의 추정치를 표시합니다. 

이는 이른바 "평균회귀성"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정 β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 β = (0.67 x 순수 β) +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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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지수의 경우 베타가 0.566 으로 보수적이며 

상관계수는 0.261 로 낮습니다.    반면 금융, 에너지 및 소재 

지수는 각각 1.237, 1.168, 1.137 로 공격적인 베타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업 업종의 경우 S&P 500 과의 상관계수(R2)가 

0.888 로 가장 높았으며 임의 소비재 섹터(0.852)와 금융 

섹터(0.83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선정업종 실적 대 S&P 500 

(2012 년 4 월 – 2014 년 3 월 사이의 주간 데이터 기준) 

지수명 코드 베타(β) 조정 베타 
R2

임의소비재 IXY 1.082 1.055 0.852 

필수소비재 IXR 0.714 0.809 0.598 

에너지 IXE 1.168 1.112 0.775 

금융 IXM 1.237 1.158 0.839 

의료 IXV 0.805 0.87 0.699 

산업 IXI 1.086 1.057 0.888 

소재 IXB 1.137 1.091 0.762 

기술 IXT 0.999 0.999 0.801 

유틸리티 IXU 0.566 0.71 0.261 

출처: 블룸버그 

이는 증시의 강세장을 전망하여 베타가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으로 전환하는 간단한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는 약세장을 전망하여 베타가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P 500 과 9 개 선정업종 지수의 수익률을 요약한 데이터를 

아래에 제공합니다.  2009 년 4 월부터 2014 년 3 월까지의 

지난 5 년간, S&P 500 은 +160.79%에 달하는 훌륭한 총 

수익률(가격 변동에 누적 배당금을 포함함)을 기록했습니다.   

총 수익률 

(2014 년 3 월 31 일 기준) 

지수명 
2014 년 1 분기 

수익률 

1 년 

수익률 

5 년 

수익률 

S&P 500 1.79% 21.83% 160.79% 

임의소비재 -2.80% 23.99% 258.74% 

필수소비재 0.75% 11.23% 137.65% 

참조할 베타의 버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에너지 1.21% 14.57% 130.41% 

금융 2.59% 24.85% 174.04% 

의료 5.85% 29.41% 167.06% 

산업 0.63% 27.97% 217.18% 

소재 2.84% 23.64% 143.41% 

기술 2.12% 22.59% 154.64% 

유틸리티 10.08% 10.37% 100.06% 

출처: 블룸버그 

선정업종 지수는 일반적으로 S&P 500 과 동일한 형태의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임의소비재 섹터는 +258.74%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산업(+217.18%), 

금융(+174.04%), 보건의료(+167.06%), 기술(+154.64%), 

소재(+143.41%), 필수소비재(+137.65%), 에너지(+130.41%) 

및 공공사업(+100.0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 년간(2013 년 4 월부터 2014 년 3 월 사이)은 의료 

산업(+29.41%)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산업(+27.97%), 금융(+24.85%), 임의소비재(+23.99%), 

소재(+23.64%), 기술(+22.59%), 에너지(+14.57%), 

필수소비재(+11.23%), 공공사업(+10.37%)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4 년 1 분기에는 공공사업 섹터가 +10.08 의 수익률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의료(+5.85%), 

소재(+2.84%), 금융(+2.59%) 및 기술(+2.12%) 섹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에너지(+1.21%), 

필수소비재(+0.75%), 산업(+0.63%) 및 임의소비재(-2.80%) 

섹터는 부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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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종 선물 스프레드 

투기 매매자들은 서로 다른 두 시장의 실적 차이 전망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 간 스프레드에 투자합니다.   선정업종 

선물은 이 같은 목적에 이상적으로 부합합니다.    

시장 간 스프레드를 이용하려면 이른바 ‘스프레드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스프레드비율은 스프레드를 취하는 

양측의 포지션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주가지수선물 계약의 비율을 지칭합니다.   

이를 위하여 스프레드의 대상이 되는 두 주가지수선물계약의 

금액을 가격 1 과 가격 2 라고 한다면 다음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3 

스프레드 비율  가치  가치  

예를 들어, 2014년 3월 31일, S&P 금융 선정업종 지수가 

223.16에 호가될 때, S&P 산업 선정업종 지수는 523.55에 

호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E-mini S&P 선정업종 금융 

선물의 가치는 $55,790(=$250 x 223.16)dl 됩니다.  E-mini 

S&P 선정업종 산업 선물계약의 액면 가치는 $52,355(=$100 

x 523.55)였습니다.  

3 주가지수 선물계약의 통화가치를 구하기 위해 시세선물가격이 

아닌 현물지수가치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는 스프레드 비율 계산 

시 캐리 비용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계산 결과 스프레드 비율은 아래와 같이 1.066이 됩니다.  

이는 가치의 균형을 맞추려면 금융업종 지수선물 10계약에 

산업업종 지수선물 11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프레드 비율 = 가격금융업종 ÷ 가격산업업종

= $55,790 ÷ $52,355 

= 1.066  

= 금융 10 : 산업 11 

따라서 만약 투자자가 금융업종이 산업업종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금융 선정업종 선물 10 계약을 

매수하고 산업 선정업종 선물 11 계약을 매도하려 할 

것입니다.   

금융 섹터가 산업 

섹터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금융 섹터 선물 10 계약 매수 

& 산업업종 선물 11 계약 

매도 

‘스프레드 비율’은 적절한 시장 간 스프레드 구성법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스프레드의 

수익률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프레드 

비율은 변동적이므로 거래 시 현재의 스프레드 비율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희가 두 섹터 투자금의 명목 가치에 균형을 갖추는 

"달러 중립적" 스프레드를 표시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접근법은 두 섹터 투자금의 베타 사이에 균형을 

갖추는 "베타 중립적" 스프레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업종 순환 투자 전략 

주식 자산운용사는 주식시장 산업업종 및 개별 주식 전반에 

걸쳐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당수의 경우 

이들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또는 보기(bogey)에 맞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목적상, 순수 베타 또는 조정 베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두 베타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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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산운용사는 그 후에도,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업종 가운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재배분하거나 

순환하고자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섹터가 산업 섹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투자 시각을 

활용하여 산업 섹터 주식들을 금융 주식으로 재배분하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업종 주식을 청산하여 금융업종 주식을 

매수하는 간단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투자자가 

CME Group의 E-mini S&P 500 선정업종 주가지수 선물

을 유사하게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E-mini 산업 선정업종 선

물을 매도하고 E-mini 금융 선정업종 선물을 매수하여 스프레

드를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금융 주식의 비율을 5% 늘리는 한편 산업 섹터의 

비중은 5% 줄이고자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90 개의 금융섹터 선물[= (5% x $1 억) 

÷ $55,790]) 계약을 매수하고 96 개의 산업섹터 선물(=1.066 

x 90) 계약을 매도하면 됩니다.   

금융 선물 90 계약 매수 

& 산업 선물 96 계약 매도 


금융 비중 5% 확대 & 산업 비중 

5% 축소 

따라서 위의 자산운용사는 자신의 수익률과 비교 평가한 

벤치마크, 즉 S&P 500 에 비해 효과적으로 산업업종 선물을 

‘감량’하고 금융업종 선물을 ‘증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의 자금 전환을 위해 선물 

스프레드를 이용하는 이 전략은 벤치마크에 따라 평가된 

기초 주식투자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오버레이(overlay)’전략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하여 한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E-mini S&P 500 지수 선물을 

매도하고 Nikkei 225 선물을 매수하여 미국 주식시장에서 

일본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습니다.   

결론 

CME Group의 E-mini S&P 선정업종 주가지수 선물은 ‘업

종 순환’ 전략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로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에서 수익률이 탁월할 것으로 예

상되는 업종으로의 자금 또는 투자 전환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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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은 차입금을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는 손실을 입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 거래마다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한 거래에는 자금의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옵션은 모두 선물옵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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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 거래마다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한 거래에는 자금의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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