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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OSPI200 시장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

지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ETF 시장, KOSPI200 현물시장 그리고 선물시장에서의

가격발견효과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KODEX200(KOSEF200), KOSPI200 현물 그리고 선물은 모두 공적분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장 간에는 예상대로 상호연관이 있음을 발견

하였다. VECM을 이용하여 가격발견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ETF시장의 대표종목

인 KODEX200이 KOSPI200 현물시장과 선물시장보다 가격발견기능이 우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KOSEF200의 경우 현물시장에 대해서

는 가격발견효과가 없었지만, 선물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발견효과가 통계적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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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최근 거래가 활발히 일어

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의 대표종목이

라 할 수 있는 KODEX200과 KOSEF

200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 대한 정

보효과(information effect) 즉, 가격발견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1)

ETF는 2002년 10월 14일에

KOSPI200을 추종하는 KODEX200,

KOSEF200 등 2종목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순자산총액이 3,444억원으로

출발한 후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136종목 17조 7,763억원을 기록함으로

써 한국시장에서 양적·질적으로 비약

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ETF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개별주식의 장점인 매매의 편의

성, 인덱스펀드의 장점인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또한 낮은 거래비용과 투명

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ETF에 관해 해외에서는 연구가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

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NAV(net asset value)의 벤치마크 지수

와 ETF의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추적

오차에 관한 분석(Elton et al.(2002);

Gastineau (2004); Gallagher and

Segara(2005), Shin and Soydemir

(2010); 허창수 외(2012)가 있으며, 다음

으로 ETF와 현물, 선물시장 간의 가격

발견 연구(Chu et al.(1999), So and

Tse(2004), 강석규(2009)) 그 외 ETF

가격과 NAV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전

략 이재하, 횽장표(2004) 연구가 있다.

본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별자료를 이용하

여 ETF시장이 기초자산인 KOSPI200

과 KOSPI200 선물에 대해 정보효과

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서

국내에서 미미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이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

장에서는 KODEX200과 KOSEF 200

이 포함되어 있는 ETF의 개념 및 시

장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실

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오차수

정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Ⅱ. ETF의 개념 및 시장

ETF란 KOSPI200과 같은 특정지수

및 특정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

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

1) 여기서 정보효과의 의미는 가격발견효과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이다. 강석규(2009) 연구에서는 가격

발견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격발견이란 하나 이상의 금융시장에서 관련자산이

거래될 때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관련 자산시장의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면 미시구조와 증권설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자산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관련 자산시장과의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익거래가 유발되어 관련자산시장의 반응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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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ETF 시장현황
구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6

순자산총액(억원)

전년대비증가율 (%)

3,444 4,896 15,609 33,994 60,578 147,177 177,763

- 42.2 218.8 117.8 78.2 143.0 -

상장종목수(개) 4 4 12 37 64 135 136

ETF운용사(개) 4 2 3 7 12 16 16

일평균거래대금(억원) 327 113 230 981 1,102 5,442 9,377

평균거래량(만좌) 383 104 174 585 742 4512 7,193

자료 : 한국거래소 KRX Monthly 7월호

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 또는

유통되는 펀드를 말한다. 주식의 성격

을 갖추면서 개별주식의 장점인 매매

편의성과 인덱스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 낮은 거래비용을 가진다는 특징

이 있다.

<그림 1> ETF 순자산총액 및 종목수

ETF는 설정(환매)과 매매라는 두가

지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설정 및 환매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시장과 이를 상장

시킨 후 매매를 담당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한다. 여기서 발행시장이란 ETF가

설정 및 환매가 되는 곳을 말하며, 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투자자의 요

청에 의해 이뤄지며 지정참가회사

(authorized partic-i pant)로 지정된 금

융투자업자가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유통시장은 투자자의 성격과 관계없

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주식에

서 이뤄지는 모든 매매의 방식이 허용

된다. 이때 시장 조성을 위해 유동성공

급자를 반드시 둬야 하는데 이를 LP

(liquidity Provider)이라 한다.

ETF의 설정 및 환매에는 설정․환

매단위(CU, creation unit, 이하 CU)

란 요소가 있다. 설정하고자 하는 법

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CU에 해당하

는 주식현물바스켓(주식형 ETF의 경

우)을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해야 하며,

환매를 할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CU

에 해당하는 주식 현물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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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수별 가격추이

우리나라 ETF시장은 2002년 10월

에 2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된 이래

현재 136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순

자산총액도 3,444억원에서 2013년 6월

말 현재 17조 7663억원에 달한다. 일

평균 거래금액과 거래량은 각각 2002

년 327억원, 383만좌에서 2013년에는

9,377억원, 7,193만좌로 급속하게 증가

하였다.

ETF의 투자주체별 거래동향을 살

펴보면 2013년 6월말 현재 개인비중

이 34.8%, 외국인은 25.4% 그리고 기

관투자자는 22.2%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유형별 거래는 전체 ETF시장 거

래 중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58.4%, KODEX200, KOSEF200과 같

은 시장대표 ETF가 34.2%의 비중을

보임으로써 이들이 대부분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다.

Ⅱ. 자료 및 연구모형

1. 자료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ETF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일정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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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월 2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KOSPI200 현물, KOSPI200

선물, KODEX200, KOSEF200의 일별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료는 (주)코스콤

의 CHECK Exper에서 구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KOSPI 200현물, KOSPI200선물,

KODEX200, KOSEF200은 예상대로

공통확률추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는 장기적 균형(long-term equi-

librium) 즉, 공적분(cointegration) 관

계가 존재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ln   ln      (1)

여기서 는 t시점의 수익률이고

 와    은 각각 시점과  시

점의 가격을 나타낸다.

2. 연구모형

공적분계열의 확률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Engle과 Granger가 제안한 다

변수 벡터시계열의 오차수정모형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차수정모형의 의

미를 2차원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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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은  , 을

자연로그 차분한 것이고,  , 은 오

차수정계수 그리고  , 은 오차항

을 의미한다.

상기의 모형에서         

은 시점 t-1에서의 두 시계열의 불균

형오차를 나타내며, 이 오차가 조절계

수(adjustment coefficient)인  , 을

통해 그 크기가 조절된 후에 다음 시

점 t에서 와 에 영향을 주

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변수 

의 변화 는 자기 과거의 변화들

인    은 물론이고 다른 변수

의 과거 변화    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변수간

바로 전 시점에서 발생한 두 변수 사

이의 불균형(        )의 정

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됨을 의

미한다. 다른 변수인 에서도 위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얘기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형을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ECM)이라하며, 계수  , 을 오차수

정계수(error correction efficient)라

한다. 결국, 이 오차수정모형은 시계

열  , 가 장기균형에서 벗어났

을 때 그 변수들이 공적분의 단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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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

구분 KOSPI200S KOSPI200F
ETF

KODEX200 KOSEF200

Panel A : 수준변수

평균 188.86 189.29 190.34 189.72

표준편차 295.35 296.50 298.60 296.70

최대값 65.64 65.50 68.00 67.48

최소값 59.90 60.19 60.51 60.46

왜도 -0.3177 -0.3170 -0.3218 -0.3125

첨도 1.8815 1.8832 1.8880 1.8745

J-B 정규성 검정 180.08*** 179.26*** 179.45*** 180.17***

Panel B : 수익률

평균 0.000421 0.000422 0.000415 0.000416

표준편차 0.015225 0.016087 0.015516 0.015912

최대값 0.115397 0.095310 0.139526 0.139608

최소값 -0.109029 -0.105361 -0.126517 -0.136081

왜도 -0.379081 -0.385681 -0.275127 -0.228588

첨도 7.98036 7.356358 10.02363 11.97847

J-B 정규성 검정 2757.83*** 2126.92*** 5393.58*** 8782.65***

상관관계(수익률)

KOSPI200S 1.0000 0.9640 0.9714 0.9215

KOSPI200F 1.0000 0.9613 0.9084

KODEX200 1.0000 0.9261

KOSEF200 1.0000

주) ***, ** 각각 1%, 5% 수준에 유의함을 의미함

적조절기능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

여 장기균형관계를 유지되는지를 설

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꿔 말하

면, 오차수정모형은 공적분관계에 있

는 시계열들이 이전에 발생된 변화량

들을 결합하여 장기균형상태를 유지

하는 조절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는 모형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SPI200현물,

KOSPI200선물, KODEX200, KOSEF

200 사이에 존재하는 2변수 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ETF의 정보효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KODEX200, KOSEF200은

KOSPI200 현·선물 비교하기 위해 이

들 ETF 종가에서 100으로 나눠서 사

용하였다.

Panel A와 Panel B에는 가격과 수

익률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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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ness), 첨도(kurtosis), 정규성

검정을 위한 Jarque-Bera 통계량 그

리고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

시되어 있다.

우선, KOSPI200현물, KOSPI200선

물 그리고 ETF인 KODEX200,

KOSEF200 수익률의 평균은 각각

0.000421%, 0.000422%, 0.000415%,

0.000416% 이며 연구 기간 동안 이들

모든 지수들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평균에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표준편차에서 KOSPI200현물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KODEX200과 KOSEF200

순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에 있어서는

KOSPI200선물이 가장 높은 값을 보

였다. 최대값은 KODEX200과

KOSEF200이 현물과 선물에 비해 높

은 값을 보였고, 최소값 또한

KODEX200과 KOSEF200이 현물과

선물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분포의 비대칭성을 측

정하는 왜도는 모두 왼쪽으로 치우친

(left asymmetric) 두터운 꼬리 모양

의 형태를 가졌다. 첨도의 경우 모두

3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볼 때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첨예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arque-

Bera(1980)의 정규성 검정결과는 모

든 시계열의 수익률 분포가 정규분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KOSPI200현

물과 선물 간의 상관계수는 0.96이며

KOSPI200현물과 KODEX200,

KOSEF 200은 각각 0.97, 0.92인 것으

로 나타났다. KOSPI200현물과

KODEX200은 선물 및 KOSEF200

ETF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관계

가 높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KODEX200의 높은 유동성이

KOSPI200현물과의 추적오차를 감소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OSPI200선물과 KODEX200,

KOSEF200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96, 0.91로 KODEX200이 KOSEF

200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단위근 검정

시계열 분석에서 우선 수행해야 할

분석 중의 하나가 시계열이 정상인가

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될 시계열에

서 평균과 분산이 시간의 변화에도

일정하고 공분산이 시차에만 의존해

야 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시

계열은 그것이 정상일 때만 거기에

적절한 모형을 적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금융·경제시계열은 대개 평균에

관하여 어떤 추세를 가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은 시계열의 정상성

(stationary)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는

단위근 검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시계열의 정상성 검정에서 가격수

준의 경우 모두 ‘단위근이 존재한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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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위근 검정

구분 KOSPI200S KOSPI200F

수준

변수

ADF -2.50 -2.42

PP -2.46 -2.37

수익률
ADF -50.45*** -51.88***

PP -50.51*** -52.47***

ETF

KODEX200 KOSEF200

수준

변수

ADF -2.46 -2.61

PP -2.44 -2.41

수익률
ADF -51.11*** -53.58***

PP -51.14*** -53.73***

주) 1. ADF, PP 검정은 각각 상수항과 선형추세를 고려한 것임

2. ***, ** 은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수준변수들이

단위근을 가지는 불안정적인 시계열

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할 공적

분 분석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킴을 의

미한다. 대부분의 금융·경제시계열은

I(1)과정을 따르는 불안정한 시계열이

지만 차분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시

계열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연대수 1차 차분한 자료인 수익률 은

예상대로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라는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

됨을 볼 수 있다.

3. 공적분 검정 및 VECM

공적분 분석은 벡터시계열을 구성

하고 있는 단위근의 비정상 성분계열

들을 적당한 선형변환을 통해 정상화

하고 이때 얻어지는 조합효과와 성분

계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성분

계열들이 갖는 공통추세 등 공통행태

를 규명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ohansen(1988)이

제시한 공적분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벡터시계열의 차분방정식의

위수를 관찰하고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장기균형관계를 설명하는 회

귀모형의 적합에서 얻어지는 잔차계

열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Engle-Granger(1987) 방법과 대조적

이다.(김해경·이명숙 2005)

    ․ 
    

 ln  (4)

max    ․ln       (5)

여기서 은 표본이고, 은 이 표

본의 기초로 추정된 공적분벡터에서

얻어지는 의 추정값이다. 이 검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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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적분 검정 결과

Trace Statistic Max-Eigen Statistic

통계량
임계값
(1%)

임계값
(5%) 통계량

임계값
(1%)

임계값
(5%)

Panel A : KOSPI200S, KOSPI200F (p=5)

None 129.05 23.46 18.17 123.58 21.47 16.87

At most 1 5.47 6.40 3.74 5.47 6.40 3.74

Panel B : KOSPI200S, KODEX200 (p=5)

None 43.21 23.46 18.17 37.37 21.47 16.87

At most 1 5.64 6.40 3.74 5.64 6.40 3.74

Panel C : KOSPI200S, KOSEF200 (p=6)

None 61.53 23.46 18.17 55.93 21.47 16.87

At most 1 5.60 6.40 3.74 5.60 6.40 3.74

Panel B : KOSPI200F, KODEX200 (p=7)

None 40.13 23.46 18.17 35.35 21.47 16.87

At most 1 4.77 6.40 3.74 4.77 6.40 3.74

Panel C : KOSPI200F, KOSEF200 (p=7)

None 76.17 23.46 18.17 70.75 21.47 16.87

At most 1 5.42 6.40 3.74 5.42 6.40 3.74

주) 공적분분석의 시차는 VAR(p)모형에 기초하여 AIC 값이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였으며, p는 차수를 의미함.

계량들은 통상적인 우도비검정

(likelihood ration test)의 통계량에서

와 같이 우도비 즉 제약되지 않은 최

우도함수에 대한 귀무가설에 의해 제

약된 최우도함수의 비율(ratio)에 자

연로그를 취하여 여기에 상수 –2를

곱하여 얻어진다. 을 요한슨의

대각합 통계량(Johansen’s Trace

Statistic)이라 하고, 또 m ax을 요한

슨의 최대 고유값 통계량(Johansen’s

Maximum Eigenvalue Statistic)이라

고 한다.

<표 4>는 공적분 검정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분석대상인 KOSPI200현

물과 KOSPI200선물 그리고

KODEX200, KOSEF200 간에는

 , max 둘다 1% 유의수준에서

공적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차분하지 않은 수준변수

들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선형관

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Engle- Grander의 오차수정모

형이 유용하다. 오차수정모형은 두 시

계열이 갖는 비정상성들을 차분을 하

지 않고 동적이고 안정적인 장기균형

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자

료를 차분하게 되면 각 비정상시계열

이 갖는 확률추세와 같은 고유 정보

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 두 시계열에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 각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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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VECM 분석결과

불균형오차 조절계수

   

KOSPI200S

KOSPI200F

(p=5)
0.0186 0.2246***

KODEX200

(p=5)
-0.0780** -0.0315

KOSEF200

(p=5)
-0.0497 0.0619

KOSPI200F

KODEX200

(p=7)
-0.0695* -0.0296

KOSEF200

(p=7)
-0.1039* 0.0313

주)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차분으로 구성되는 VAR 모형은 모형

설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

분의 정상인 오차항을 이용하는 VAR

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한다.

<표 4>는 식(2)와 식(3)을 이용하

여 구한 불균형오차의 조절계수를 추

정한 과 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과 는 선형결합된 두 시계열

이 장기균형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균

형관계롤 다시 복원하려는 속도를 나

타낸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식(2)와 (3)에서 (KOSPI200 현물

또는 KOSPI200 선물) 시장이 정보의

효율성 즉 더 우월적 가격발견 기능

을 한다면 불균형오차 조절계수인 

는 유의적인 양(+)의 값이어야 하고

은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값을 가

져야한다. 그리고 (KOSPI200 선물

또는 KODEX200, KOSEF200) 시장

이 가격발견에 대한 공헌도가 더 높

다면 불균형오차 조절계수인 은 유

의적인 음(-)의 값을 가져야하고 

는 비유의적인 값을 가져야한다. 또한

 ,  모두 유의한 값을 가진다면 양

쪽 시장 모두 가격발견 공헌도가 있

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ETF시장에

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는 비유의적인 값이므

로 KODEX200 시장이 KOSPI200 현

물시장에 비해 가격발견기능이 우월

한 것으로 나타났다. KOSEF200과

KOSPI200 현물시장 간의 분석에서는

 ,  모두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것임을 볼 때 어느 시장이 시장효율

성 면에서 강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KODEX200과 KOSEF200과 다른 결

과를 보이는 이유는 KODEX200 시장

이 KOSEF200보다 거래가 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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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OSPI200 선물시장과 ETF시

장 간의 분석에서는 KODEX200과

KOSEF200시장이 통계적으로 미약하

지만 10% 유의수준에서 KOSPI200

선물시장에 비해 가격발견기능이 미

약하게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KOSPI200 현물시장, 선물

시장 그리고 ETF시장의 가격발견효

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ETF시장의 대표종목이라

할 수 있는 KODEX200은 KOSPI200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 비해 시장효

율성이 강하여 이들 시장에 대해 가

격발견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KOSEF200은 현물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발견에 공헌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선물시장에 대해서만 미약

하게 가격발견효과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거래가 활발히 일

어나고 있는 ETF시장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투자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KOSPI200 현물, 선물시

장 그리고 ETF시장은 어떤 다른 시

장보다 정보의 효율성이 강한 시장이

다. 어떤 정보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

가 매우 신속하게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해 분석

시에는 일중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발견

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서는 Gonzalo and Granger(1995)와

Hssbrouck(1995)가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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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erical Study on the Information Effect of ETFs†

2)
Kim, Soo-Kyung*

In this study, price discovery among the KOSPI200 markets(KOSPI200

spot, KOSPI200 Futures and The ETFs) is investigated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KODEX200(KOSEF200), KOSPI200 spot and Futures are cointegrated in

most cases. Daily data from KODEX200(KOSEF200), KOSPI200 spot and

KOSPI200 futures show that the movements of the three markets are

interrelated. Specially, KODEX200 contains the most information, followed by

the KOSPI200 spot and futures markets. KODEX200 contribute to the price

discovery process. Namely KODEX200 plays a more dominant role in price

discovery than the KOSPI200 spot and futures.

Key Words: ETF, Price Discovery, Information Effect, VECM,

Co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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