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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 Issue Paper
최근 국제유가의 등락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
ETF(이하 ‘원유생산기업 ETF’)의 괴리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이란?
원유생산기업 ETF는 미국의 원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원유관련 산업은
크게 Upstream / Midstream / Downstream으로 구분되며 유가에 대한 민감도는 Upstream >
Midstream > Downstream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유생산기업 ETF는 기존 선물투자 원유ETF의 과도한 롤오버 비용에 대한 대안으로 상장되었습니다.
유가 등락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美 Upstream 기업에 투자하여 롤오버 비용없이 유가 상승시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입니다.
분류

설명

Upstream

원유/가스의 탐사, 시추, 개발, 생산

Exploration & Production

Oil Services

원유 생산장비 및 드릴러

Oil & Gas Equipment & Services

다소 높음

Midstream

원유/가스의 운송 및 보관

Pipelines

다소 낮음

원유 정제 및 석유/가스의 판매

Oil & Gas Refining & Marketing

Downstream

GSCI 산업분류

유가와 관계정도
높음

낮음

※ 출처 : KB자산운용

□ 원유생산기업 ETF 성과
원유생산기업 ETF는 미국에 상장된 원유생산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Select industry Index(SPSIOP Index)』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상장 이후 ETF의 성과
는 기초지수의 성과에서 운용보수 및 스왑계약에 따른 비용(스왑 상대방비용 및 환헤지비용)수준을 차감
하면서 유사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 및 기초지수 성과]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 H)
기초지수(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Select industry Index)

기간성과

KBSTAR 미국S&P
원유생산기업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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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loomberg, Fnguide, 2020.04.06 기준

□ 기초지수와의 성과는 유사한데, ETF가격은 NAV와 왜 차이가 발생할까요?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로 주식과 펀드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주로 기관투자자가 이용하는 발행시장 가격의 준거(Reference)가 되는 NAV가격(순자산가치)과 유통시장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실시간 가격 두가지가 있습니다.
1. NAV가격
ETF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하여 산출하는 가격으로 ETF의 본질가치입니다.

2. ETF가격
이론적으로 ETF가격은 NAV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
나, 특정시점에 투자자의 매수/매도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ETF
가격은 본질가치인 NAV가격과 동떨어져서 거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TF가격과 NAV가격간에 벌어져있는 정도를 괴리율이라 표현
하며, ETF를 매매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하는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원유생산기업ETF의 경우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의 시차가 ETF가격과
NAV가격 괴리의 주 원인입니다. 최근의 변동성 장세에서 미국시장과의 시차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고
괴리율 축소와 좀 더 적극적인 호가제시를 위해 불가피하게 WTI선물을 활용하여 일부나마 대응하고 있습
니다.

[참고] 증권사별 괴리율 확인 화면
미래에셋대우 카이로스(HTS)

키움증권 영웅문4(HTS)

ETF가격이 NAV(순자산가치) 대비 4.21%
비싸다는 의미

①

0771 ETF현재가 화면  ② ETF종목 검색 

…③ ‘종목’탭  ④ NAV 및 괴리율 확인

① 0275 ETF현재가 화면  ② ETF종목 검색
…③ NAV 및 괴리율 확인

※ 출처 :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HTS

□ 최근 괴리율의 확대 원인은?
원유생산기업 ETF가 투자하는 종목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입니다. 오늘자 ETF의 가격은 전일 미국시장에서
마감한 기초지수의 가격상승폭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전일 미국시장(한국시간 기준 새벽 5시) 종가기준
기초지수가 2% 상승 마감하였다면, 당일 한국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NAV는 장이 열리는 9시 시초가격
부터 2% 상승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ETF의 가격은 NAV와 유사하게 움직이
므로 괴리율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 됩니다.

[연도별 괴리율 평균치]
연도별 괴리율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02.28 이전

2020.02.28 이후

+ 괴리율

0.47%

0.44%

0.46%

1.00%

1.64%

4.63%

- 괴리율

-0.31%

-0.38%

-0.32%

-0.52%

-0.64%

-6.19%

※ 출처 : KB자산운용, 2020.04.06 기준
※ + 괴리율 : ETF가격 > NAV
※ - 괴리율 : ETF가격 < NAV

그러나, 최근(2020년 2월 28일 이후)처럼 유가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동안에도 WTI선물이 거래되므로 LP증권사는 선물가격을 반영하여 호가를 제시하게 됩니다.
[ETF괴리율 확대 요인 예시]
따라서, ETF가격은 선물가격에 연동되어 움직이게 되며 이는
장중 괴리율 확대의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투자자의 매수
가 강한 경우에는 WTI선물가격을 넘어서 가격이 체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괴리율이 추가확대 됩니다.

※ 출처 : KB자산운용

[참고] 기초지수 가격확인 방법
① Google 접속  ② ‘SPSIOP’ 검색  ③ 지수값 확인

※ 출처 : Google 검색화면

□ 매매시 주의사항은?
1. NAV가격 위아래 일정범위내 가격으로 매매
원유생산기업 ETF는 환헤지 상품으로 전일자 기초지수의 변동률이 반영된 NAV가격과 유사한 ETF가격
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P의 경우 통상 NAV를 기준으로 WTI선물가격의 변동률을 감안한 후 호가
를 제시하고 있으니, 괴리율이 확대된 시점에는 매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NAV값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주의!
1번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일자 ETF가격은 당일 WTI가격과 투자자의 매수/매도 강도에 따라 NAV값
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최근 WTI선물가격 변동이 확대된 이후 ETF의 괴리율
이 3%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리율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우 단기적
으로 해당가격이 NAV값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유생산기업 ETF 일간 괴리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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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B자산운용, 2020.04.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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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 9일까지 3% 내외로 관리되던 괴리율이 일시적으로 3월 10일 17%로
급등하게 됩니다.

[3월 10일 괴리율 급등 원인]
NAV가격은 전일 미국시장에서 거래된 원유생산기업의 가격(-27.8% )을 반영 후 한국 장중에는 고정
입니다. 반면에 원유생산기업ETF의 가격은 한국시장이 9시에 개장한 후 WTI선물가격이 7.5% 상승하고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14.8% 하락에 그쳐 NAV와의 괴리율이 확대된 것입니다.

[급등한 괴리율은 다음날 NAV가격으로 회귀]
3월 11일 NAV는 전일 미국원유생산기업들의 가격이 6.9%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유생산기업ETF의 가격은 전일ETF가격의 오버슈팅을 되돌리며 -6.9% 하락마감하여 결과적으로
2일간의 괴리율은 17.2%2.1%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괴리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오버슈팅 한 가격이 NAV로 회귀하는 가격 되돌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미국원유생산기업가격+당일WTI선물상승분+

전일 미국원유생산기업

당일 투자자 상승 기대감으로 NAV대비 고평가

가격 반영 후 고정

일자별 변동률

ETF 종가

NAV

괴리율

WTI 선물가격

2020.03.10

2,040원(-14.8%)

1,741.18원(-27.8%)

17.2%

$33.26(+7.5%)

2020.03.11

1,900원(-6.9%)

1,860.93원(+6.9%)

2.1%

$34.83(+0.8%)

※ WTI 선물가격은 한국시장 마감시간 기준
괴리율 되돌림 주의!!

※ 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자산운용이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
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
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KB자산운용 준법감시 승인번호 : 투자광고2020_17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