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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500 Low Volatility Target Beta 지수 출시; S&P 다우존스 지수에 추가되며 스마트 
베타 지수지수가 확대되었음 

 

이 새로운 지수는 나틱시스 (Natixis) 투자은행이 사용권을 얻어 상품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2016년 4월 4일, 서울: S&P 다우존스지수 (“S&P DJI”)는 S&P 500® Low Volatility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S&P 

500과 동일한 시장 위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S&P 500 Low Volatility Target Beta 지수의 
출시를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지수는 나틱시스 (Natixis) 투자은행이 사용권을 얻어 상품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S&P 500 Low Volatility Target Beta지수는 베타 중심 가중 방식을 사용한다. 이 새로운 지수에는 이 

지수의 베타를 S&P 500 의 베타에 근접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실현 베타를 토대로 변하는 레버리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매월 리밸런싱시 S&P 500 저변동성 지수에 대한 비중은 베타의 역수에 비례하여 

설정된다. 
 

“S&P 500 Low Volatility Target Beta지수는 다이내믹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S&P 500에 있는 변동성 

낮은 주식의 성과를 측정하면서도 S&P 500의 전체 시장 위험 수준을 유지한다”고 S&P 다우존스 지수 

전략지수부문 수석이사 Vinit Srivastava는 말하였다.  
 

“이 지수는 특히 투자자들이 수익률 향상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아주 적합하다. 실제로 

S&P 500에 연계된 기존의 많은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S&P 500 Low Volatility Target Beta지수가 보다 

높은 수익률로 일정부분 대체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당사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구조화 상품 판매채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ELS 시장을 포함하여 확정 수익률 중심 

상품에서 S&P 500 Low Volatility Target Beta지수 채택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atixis의  아시아 주식파생 세일즈 및 스트럭처링 헤드인 Nicolas Reille이 말하였다. 

 

S&P 다우존스 지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www.spdji.com을 참조할 것. 

 
 

S&P 다우존스 지수 소개 

 

McGraw Hill Financial에 소속되어 있는 S&P Dow Jones Indices LLC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인덱스 기반 개념, 

데이터 및 연구 재원이다.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같은 상징적인 금융시장 지표의 

본산지인 S&P Dow Jones Indices LLC는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이고 투명한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115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 전세계 다른 모든 제공사 보다 당사의 지수에 기반한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자산이 더 많다. 1,000,000개 이상의 지수로 전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종류의 

자산을 커버하고 있는 S&P Dow Jones Indices LLC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측정하고 거래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당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www.spdji.com을 참조할 것.  
 

S&P®는 McGraw Hill Financial에 소속되어 있는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S&P”)의 등록상표이다. 

Dow Jones®는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 (“다우존스”)의 등록상표이다. 이러한 등록상표들은 S&P Dow 

Jones Indices LLC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되어 있다. 어떤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S&P Dow Jones Indices LLC, Dow Jones, S&P 및 이들의 각 관계회사들 (총체적으로  “S&P 다우존스 지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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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함)은 제 3 자가 제공하고 어떤 지수의 성과를 기반으로 투자 수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투자 
펀드나 다른 어떤 투자 수단도 후원, 보증, 매각 또는 홍보하지 않는다. 본 문서는 S&P 다우존스 지수가 
필요한 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는 관할구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오퍼로 간주되지 않는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제 3 자에게 지수 사용권을 인가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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