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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개요 

 

본 문서는 WISE 스마트베타 지수가 산출, 생성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WISE 

스마트베타 지수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4가지 최적화 기법을 통해 개별 종목에 부여할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산출함으로써, 단순 시가총액가중방식 (Market-Weighted Index) 인덱스 산출 방법론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지수이다.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2001년 6월 15일을 지수값 1000p로 하여 2015년 3월 20일까지 소급 

산출하였으며, 2015년 3월 23일 이후 일간 산출 및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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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요소 

 

 종목 선정 기준일 

 

WISE 스마트베타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정기변경일 직전 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WISE 스마트베타 지수의 정기변경은 아래의 일자에 진행된다. 

 

일자 정기변경일 

2001년 06월 ~ 

2014년 12월 

매년 6, 12월 선물옵션만기일 익일 

2015년 01월 ~ 매년 6, 12월 선물옵션만기일 4영업일 후 

 

 종목 선정 유니버스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종목 중 종목 선정 기준일 기준 20일 평균 

시가총액 상위 500위 이내이며 동시에 20일 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인 종목을 유니버스로 

한다. 단, 지수구성위원회에서 매년 5, 11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일로 하여 유니버스 구성종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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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요소 (계속) 

 

 종목 선정 기준 

 

1. WISE 스마트베타 Quality 지수 

 

WISE 스마트베타 Quality 지수는 개별 종목에 대해 아래 7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Quality 

점수를 산출하며,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50종목을 편입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종목 선정 기준일 기준 20일 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순서대로 편입한다. 

 

번호 데이터 

1 당기순이익 

2 Free cash flow 

3 Operating cash flow 

4 순이익률 

5 매출회전율 

6 이익의 변동성 

7 발행주식수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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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요소 (계속) 

 

2. WISE 스마트베타 Value 지수 

 

WISE 스마트베타 Value 지수는 개별 종목에 대해 아래 11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Value 

점수를 산출하며,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50종목을 편입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종목 선정 기준일 기준 20일 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순서대로 편입한다. 

 

번호 데이터 

1 당기순이익(FY0) / 시가총액 

2 당기순이익(Fwd) / 시가총액 

3 영업이익(FY0) / 시가총액 

4 영업이익(Fwd) / 시가총액 

5 EBIT(FY0) / EV 

6 EBIT(Fwd) / EV 

7 매출액(FY0) / 시가총액 

8 매출액(Fwd) / 시가총액 

9 자본총계(FY0) / 시가총액 

10 자본총계(Fwd) / 시가총액 

11 OCF(Fwd) /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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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요소 (계속) 

 

3. WISE 스마트베타 Momentum 지수 

 

WISE 스마트베타 Momentum 지수는 개별 종목에 대해 아래 12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Momentum 점수를 산출하며,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50종목을 편입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종목 선정 기준일 기준 20일 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순서대로 편입한다. 

 

번호 데이터 

1 EPS(FY2) 1MoM 

2 당기순이익(FY2) 1MoM 

3 당기순이익(Fwd) 3Band 

4 영업이익(Fwd) 3Band 

5 매출액(Fwd) 3Band 

6 BPS(Fwd) 3Band 

7 당기순이익(Fwd) 12Band 

8 영업이익(Fwd) 12Band 

9 매출액(Fwd) 12Band 

10 BPS(Fwd) 12Band 

11 이익조정비율(1개월) 

12 이익조정비율(3개월) 

* 1MoM, 3Band, 12Band 데이터 산출 방식은 [별첨2. 모멘텀 데이터 산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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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요소 (계속) 

 

4. WISE 스마트베타 LowVOL 지수 

 

WISE 스마트베타 LowVOL 지수는 개별 종목에 대해 아래 4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LowVOL 점수를 산출하며,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50종목을 편입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종목 선정 기준일 기준 20일 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순서대로 편입한다. 

 

번호 데이터 

1 3년 일간변동성 

2 3년 주간변동성  

3 5년 일간변동성 

4 5년 주간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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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요소 (계속) 

 

 종목 선정 제외 대상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매년 6, 12월 선물옵션만기일 익일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지수구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을 제외한다. 지수구성위원회는 매년 5, 11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일로 하여 종목 선정 제외 대상을 선정한 후 심의 대상 종목 발생시 5영업일 이내로 

개최하며, 개별 기업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번호 제외 조건 

1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가 아닌 종목 중 3년 연속 적자 기업 

2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FCF가 0 미만 

(2) 금융업을 제외한 전체 종목 중 부채비율이 상위 5% 이내 

(3) WI26 기준 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이 300% 이상 

 

WISE 스마트베타 지수의 선정 제외 대상 종목이 발생하는 경우, 종목 선정 유니버스 내에서 최종 

편입되지 않은 종목 중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제외 대상 종목의 수만큼을 편입한 뒤 해당 종목을 

포함하여 최종 편입 비중을 결정하게 된다. 

 

 버퍼 룰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구성 종목의 과도한 종목 편·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퍼 룰을 적용한다. 

WISE 스마트베타 지수의 버퍼는 20%이며, 지수에 따른 버퍼 룰 적용 기간은 아래와 같다. 버퍼 룰 

적용 기간 중 정기변경 시 기존 지수 편입 종목이 산출된 최종 점수의 순위가 60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만 편출하며, 버퍼 룰에 의해 편입 유지되는 종목을 포함한 최종 점수 상위 50위 종목을 지수 

구성 종목으로 편입하게 된다. 

 

지수 버퍼 룰 적용 기간 

WISE 스마트베타 Quality 지수 2015년 06월 이후 

WISE 스마트베타 Value 지수 2001년 12월 이후 

WISE 스마트베타 Momentum 지수 2001년 12월 이후 

WISE 스마트베타 LowVOL지수 2001년 12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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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요소 (계속) 

 

 편입 비중의 결정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단순 시가총액가중방식(Market-Weighted Index)이 아닌, 최적화 기법을 통해 

효과적인 종목별 비중을 산출하여 이를 적용하는 지수이다. 정기변경 시 4가지 최적화 기법을 통해 

도출된 종목별 비중에 각 종목별 시가총액 변화 추이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시가총액가중방식(Market-

Weighted Index) 인덱스 산출 방법론을 보완한다.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Global Minimum Variance, Most-Diversified Portfolio, Risk Parity, Equal Weight 의 

네 가지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최적화 기법은 최적화를 위한 가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정이 실제 시장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기법으로 

산출한 4개의 비중을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개별 종목에 적용한다. 

 

WISE 스마트베타 지수의 종목 비중 결정에 사용하는 네 가지 최적화 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제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번호 제약조건 

1 종목별 비중의 합은 100%가 되도록 한다. 

2 개별 종목의 비중은 최대 5%로 한다. 

3 FnGuide에서 발표하는 WI26 (WISE Industry 26) 업종을 기준으로, 개별 업종에 분배되는 비중은 최대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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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요소 (계속) 

 

1. Global Minimum Variance 

GMV 방식은 위의 가정에 따라 가장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즉 기대 수익보다는 

발생 가능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 

등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GMV 방식으로 산정한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게 된다. 

 

2. Most-Diversified Portfolio 

Most-Diversified Portfolio (이하 MDP) 방식은 모든 자산의 위험 대비 수익 비율(Sharpe Ratio)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포트폴리오의 분산 비율을 최대화한다. 즉 특정 종목의 위험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게 된다. 

 

3. Risk Parity 

Risk Parity (이하 RP) 방식은 일반적인 risk budgeting optimization 을 기반으로 한다. 

RP는 모든 자산의 risk budget이 동일하도록 비중을 부여한다. 즉 포트폴리오 변동성에 대한 개별 

구성 종목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분산 효과를 높이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완화하게 된다. 

 

4. Equal Weight 

Equal Weight(이하 EW) 방식은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 변동성, correlation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모든 구성종목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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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산출 방법 

 

 인덱스값 산출 

 

 

Index Valuet =  
∑(MVi,t × WFi,t)

Bt

 × 1000 

Where,  

MVi,t : i 종목의 t 시점의 지수산정시가총액 

WFi,t  : i 종목의 t 시점의 지수채용비중 

Bt  : t 시점의 기준시가총액1 

 

 

WISE 스마트베타 지수의 인덱스생성 기준일은 2001년 6월 15일이고, 인덱스 기준값은 1000.00이다. 

  

                                            
1 기준시가총액 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첨1. 기준시가총액의 관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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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산출 방법 (계속) 

 

 지수 채용 비중 

 

지수 채용 비중이란 개별 종목의 주식수 중 어느 정도를 지수에 편입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즉, 네 

가지 최적화 기법에 따라 결정된 비중을 각 종목에 부여하기 위해 종목의 정기변경 기준가 시점의 

시가총액 중 얼마만큼을 지수에 채용할 것인지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매 정기변경 시 결정된 

종목별 지수 채용 비중을 사용하여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WFi =  
∑ (𝑀𝑉

𝑖
) ∗  W𝑖

𝑛
1

𝑀𝑉𝑖

 

Where, 

WFi  : i 종목의 정기변경 시 결정할 지수 채용 비중 

Wi : i 종목의 정기변경 시 결정된 종목별 비중 

MVi,t : i 종목의 정기변경 전 거래일 지수산정시가총액 

 

 

지수 채용 비중은 종목의 시가총액 중 어느 정도를 지수에 채용할 것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기변경 이후 개별 종목의 유상증자, 기업분할 및 합병 등의 이벤트로 인해 가격변동과 무관한 

시가총액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이벤트로 인한 시가총액 변화량을 보정하여 

지수 내 개별 종목의 비중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WFi,t  =  WFi,t−1  ×  
Mkt_Vali,t−1

Mkt_Vali,t−1 + ∆i,t

 

Where, 

WFi,t  : i 종목의 t 일자 지수 채용 비중 

Mkt_Vali,t  : i 종목의 t 일자 지수산정시가총액 

∆i,t  : i 종목의 t 일자 자본금변동액(가격변동과 무관한 시가총액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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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리 및 유지 

 

 정기변경 

 

WISE 스마트베타 지수는 연 2회 정기변경을 수행하며, 정기변경 일자는 아래와 같다. 

 

일자 정기변경일 

2001년 06월 ~ 

2014년 12월 

매년 6, 12월 선물옵션만기일 익일 

2015년 01월 ~ 매년 6, 12월 선물옵션만기일 4영업일 후 

 

 특별변경 

 

WISE 스마트베타 지수 편입 기업에 대하여 기업합병, 기업분할, 관리종목 지정, 화의신청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특별변경을 고려하여 WISE 스마트베타 지수 구성 종목을 관리한다. 

 

1. 기업합병 

기업간 합병이 발생할 경우 다음 3가지 중 해당하는 이벤트를 적용한다. 

① 상장기업이 다른 상장기업을 합병한 경우 

신규 기업코드 발생시 신규 기업코드만을 편입하고, 동일 기업코드 발생시 합병사의 

자본금변동만을 적용함. 만약 WISE 스마트베타 지수 구성 종목간의 합병이 발생하여 

상장폐지로 인한 WISE 스마트베타 지수 편입 제외 종목 발생시 해당 종목의 편출을 

수행하며 편출에 의한 추가 편입과정은 진행하지 않는다. 

②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한 경우 

상장기업에 대하여 합병사의 자본금변동만을 적용함 

③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합병한 경우 

상장기업에 대한 편출을 수행하고 종목의 추가 편입은 수행하지 않는다. 

 

2. 기업분할 

기업분할이 발생할 경우 다음 2가지 중 해당하는 이벤트를 적용한다. 

① 상장기업에서 상장기업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신설기업은 상장 당일을 기준으로 지수에 편입한다. 이때 분할 신설기업과 분할 

존속기업의 비중은 분할 전 기업의 주식수를 공시된 분할비율을 적용해 비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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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리 및 유지 (계속) 

 

단, 존속기업과 신규기업의 유동성, 편입 시 발생 가능한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하여 

지수구성위원회에서 편입 시점에 대한 조정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지수 반영 이전에 

공시하도록 한다. 

② 상장기업에서 비상장기업이 분할되는 경우 

기존 상장기업에 대하여 해당 자본금변동을 적용함 

 

3.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중 해당하는 이벤트를 적용한다. 

①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WISE 스마트베타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한다. 단, 사유 발생 시점부터 

15일(주식시장 매매거래일) 경과시점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16일째에 지수에서 제외한다. 

② 관리종목 해제 

구성종목 제외 전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경우 편입이 유지되고, 구성종목 제외 후 해제될 

경우 다음 정기변경일까지 WISE 스마트베타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한다.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WISE 스마트베타 지수 편입 제외 종목 발생에 따른 추가 편입은 

진행하지 않는다. 

 

4. 정리매매 

관리종목 이외의 경우, 정리매매일부터 WISE 스마트베타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한다. 

 

5. 화의신청 

화의신청 종목으로 공시된 경우 공시일부터 WISE 스마트베타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한다. 

 

 

 

 

FnGuid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

니다. 또한, 본 서비스 상의 모든 정보는 FnGuide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WISE 스마트베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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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기준시가총액의 관리 

 

 

∑(MVi,t × WFi,t)

Bt

=  
∑(MVi,t × WFi,t)  + ∆t+1

Bt+1

 

Bt+1  =  Bt  ×
 ∑(MVi,t × WFi,t)  + ∆t+1

∑(MVi,t × WFi,t)
 

Where, 

MVi,t : i 종목의 t 시점의 지수산정시가총액 

WFi,t  : i 종목의 t 시점의 지수 채용 비중 

△t+1  : t+1 시점의 자본금 변동액 

Bt : t 시점의 기준시가총액 

Bt+1 : t+1 시점의 기준시가총액 

 

 

종목의 편출입으로 인한 기업의 주가변동과 무관한 자본금 변동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인덱스 산출

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총액을 조정함으로써 인덱스가 기업의 주식수 변화에 의한 변동 분을 반영

하지 않고 주가의 흐름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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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모멘텀 데이터 산출 

 

 컨센서스 데이터의 모멘텀 데이터 산식 

 

1. 1MoM 

𝑍1MoM,𝑡 =
𝑍𝑡

ABS(𝑍𝑡) + ABS(𝑍𝑡−1)
 

where, 

𝑍1MoM,𝑡 : 컨센서스 데이터 Z의 t 시점 1MoM 값 

𝑍𝑡 : t시점에 산출된 컨센서스 데이터 Z 

𝑍𝑡−1 : t-1개월 시점에 산출된 컨센서스 데이터 Z 

 

2. 3Band 

𝑍3Band,𝑡 =
𝑍𝑡 − Avg(𝑍𝑡, 𝑍𝑡−1, 𝑍𝑡−2)

Max(𝑍𝑡 , 𝑍𝑡−1, 𝑍𝑡−2) − Min(𝑍𝑡 , 𝑍𝑡−1, 𝑍𝑡−2)
 

where, 

𝑍3Band,𝑡 : 컨센서스 데이터 Z의 t 시점 3Band 값 

𝑍𝑡 : t 시점에 산출된 컨센서스 데이터 Z 

𝑍𝑡−1 : t-1개월 시점에 산출된 컨센서스 데이터 Z 

𝑍𝑡−2 : t-2개월 시점에 산출된 컨센서스 데이터 Z 

 

3. 12Band 

𝑍12Band,𝑡 =
𝑍𝑡 − Avg(𝑍𝑡, 𝑍𝑡−1, ⋯ , 𝑍𝑡−11)

Stdev(𝑍𝑡 , 𝑍𝑡−1, ⋯ , 𝑍𝑡−11)
 

where, 

𝑍12Band,𝑡 : 컨센서스 데이터 Z의 t 시점 12Band 값 

𝑍𝑡 : t 시점에 산출된 컨센서스 데이터 Z 

𝑍𝑡−1 : t-1개월 시점에 산출된 컨센서스 데이터 Z 

⋯ 

𝑍𝑡−11 : t-11개월 시점에 산출된 컨센서스 데이터 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