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DAQ-100 Leveraged & Short Indexes 방법론

1.

NASDAQ-100 레버리지 & 인버스 지수의 설계 및 유지 관리 규칙

1.1 일반적인 설명
NASDAQ-100 레버리지/인버스 지수는 기초지수 일일 수익률의 레버리지/인버스을 추
종하며 지수에는 자금 조달 비용과 이자수익이 포함 돼 있습니다. 기초 지수는
NASDAQ-100이므로 해당 방법론은 "NASDAQ-100 지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NASDAQ-100 레버리지/인버스 지수의 레버리지/인버스와 관련된
특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NASDAQ-100 지수 방법론"을 따릅니다. NASDAQ-100 레
버리지 지수의 경우 주어진 이자율로 자본을 조달하여 기초지수를 레버리지 비율대로
추종하도록 설계 돼 있습니다. 인버스 지수의 경우 나스닥 지수의 매도 포지션과 주
어진 이자율로 추가적 이자수익을 얻도록 설계 됩니다.

1.2 추종하는 지수에 대한 규칙
"NASDAQ-100 지수 방법론"을 참고하세요

1.3 지수 계산 공식
레버리지/인버스 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𝐼𝑡 = (𝐼𝑡−1 ) ∗ (1 + 𝑈 + 𝑅)
𝐼𝑡 = t일자 레버리지/인버스 지수
𝐼𝑡−1 = t-1일자 레버리지/인버스 종가
U = (C-1)*LF
𝐶=

𝑋𝑡
𝑋𝑡−1

𝑋𝑡 = t일자 기초지수(나스닥100)
𝑋𝑡−1 = t-1일자 기초지수 종가
LF = 레버리지 팩터
R = (𝑟(𝑡−1) + 𝑆𝑃𝑅𝑡−1 ) ∗
R = (𝑟(𝑡−1) + 𝑆𝐵𝑅𝑡−1 ) ∗

𝑑
360
𝑑
360

∗ (1 − 𝐿𝐹)

(레버리지 지수의 경우)

∗ (1 − 𝐿𝐹)

(인버스 지수의 경우)

𝑟(𝑡−1) = 전일자의 𝐹𝑒𝑑 𝐹𝑢𝑛𝑑 𝐸𝑓𝑓𝑒𝑐𝑡𝑖𝑣𝑒 𝑅𝑎𝑡𝑒
𝑆𝑃𝑅𝑡−1 = 유동성 스프레드(𝐿𝑖𝑞𝑢𝑖𝑑𝑖𝑡𝑦 𝑆𝑝𝑟𝑒𝑎𝑑)
= 1𝑌 𝐿𝑜𝑛𝑔 𝑡𝑒𝑟𝑚 𝑟𝑎𝑡𝑒(𝐿𝐼𝐵𝑂𝑅 1𝑌)
− 1𝑌 𝑐𝑎𝑝𝑖𝑡𝑎𝑙𝑖𝑧𝑒𝑑 𝑂𝑣𝑒𝑟𝑛𝑖𝑔ℎ𝑡 𝑠𝑤𝑎𝑝 𝑟𝑎𝑡𝑒(𝑆𝑤𝑎𝑝 𝑂𝐼𝑆 𝑣𝑠 1𝑌)

𝑆𝐵𝑅𝑡−1 = 단기차입금리 (𝑆ℎ𝑜𝑟𝑡 𝐵𝑜𝑟𝑟𝑤𝑖𝑛𝑔 𝑅𝑎𝑡𝑒). 단기차입금은 매월 마지막 5 영업일
동안 각 기초 지수 구성 요소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기초 지수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차용 비용을 평균 한 것입니다. 단기 차입 금리는 매월 첫 거래일에 장 오픈 전에 지
수 공식에 통합 될 것입니다.

지수 파라미터
레버리지/인버스 지수는 기초지수가 계산되는날 같이 계산되고 분배됩니다. 계산주
기 역시 기초지수와 동일하며 기초지수 계산이 중단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기초
지수가 제공 될 까지 중단됩니다.
유동성 스프레드는 이전 계산 일자의 Fed Fund Effective rate 이상의 자금 비용을
반영합니다. 유동성 스프레드 매개 변수는 매월 5 일 이전의 5 거래일 평균을 사용하
여 매월 결정됩니다. 유동성 스프레드는 매월 첫 거래일에 장 오픈 전에 지수 공식에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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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레버리지/인버스 지수의 계산 및 분배가 정지되는 경우
극단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레버리지/인버스 지수는 이전 거래일
의 종가 지수와 비교하여 현재 지수 값의 매우 큰 차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지수의 총 일일 손실은 50 %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레버리지 지수는 산출은 일시 중지되며 해당 계산 일의 지수 종가로

간주됩니다. 인덱스가 하루 동안 일시 중지되는 경우, 나스닥 글로벌 인덱스
워치(GIW) 웹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고객에게 알리기위한 발표가 이
루어질 것입니다. 발표는 가능한 한 빨리 발표 될 것이나, 지수 산출 정지 이
전에 발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일 대비 50% 하락 시 지수 산출은 자동으
로 정지됩니다.

1.3.4

지수 산출 및 발표 빈도
지수는 동부 표준시 (ET) 09:30:00부터 17:16:00까지 매 초당 계산되어 발표됩
니다. 지수의 종가는 종가 지수의 종가에 대한 수정으로 인해 17:15:00까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4 임의 조정
나스닥은 때때로 색인의 완전성을 보장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으로 재량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5 책임의 한계
나스닥은 인덱스 사용과 관련되거나 인덱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간접, 우발
적, 특수 또는 파생적 손해 또는 이익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지
수와 관련하여 특정 목적에 대한 정확성, 완전성, 상업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모든 보
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나스닥이나 제 3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든 지수나
지수의 사용으로 얻은 결과 또는 특정 시점의 지수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진
술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