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S&P 다우존스 지수, 한국거래소와 대만인덱스플러스가
새롭게 개발한 지수의 지수산출 담당기관으로 선정
홍콩, 2017년 9월 8일: 세계 유수의 지수 제공사인 S&P 다우존스 지수(“SPDJI”)는 한국거래소와
대만인덱스플러스(TIP)로부터 한국/대만 IT Premier 지수의 지수산출 담당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지수는 한국과 대만의 IT 시장에서 각각 높은 자본 이득과 배당 수익률을 추적하는 테마 및
규칙에 기반한 배분 전략이다.

S&P 다우존스 지수의 마리우스 바우만(Marius Baumann) 글로벌 주문형 지수 책임자는
“한국/대만 IT Premier 지수를 산출하는 업무를 통해 한국거래소와 대만인덱스플러스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S&P 다우존스 지수는 주문형 지수산출
담당기관으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개발한 한국/대만 IT Premier 지수에
이러한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국/대만 IT Premier 지수는 한국거래소나 대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선물계약을 보유한
GICS ® 45 정보기술 업종에 속한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수는 한국거래소와 대만인덱스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번째 국가간 지수이다.
김주용 한국거래소 인덱스개발팀장은 “한국/대만 IT Premier 지수는 아시아의 주요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첫 번째 IT 지수”라며 “한국거래소는 2008 년부터 S&P 다우존스 지수와의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SPDJI 와 협력하여 아시아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혁신적인 지수를 제공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S&P 다우존스 지수를 한국/대만 IT Premier 지수의 지수산출 담당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대만의 높은 배당 수익률과 더불어 한국의 높은 자본 이득을 통해 한국/대만 IT Premier
지수는 위험을 다각화하면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윌리엄 첸(William Chen)
대만인덱스플러스 인덱스개발팀장이 말했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주문형 지수의 설계와 구축, 관리, 배포 부문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자체 지식과 개별 주식 수만 개에 관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이 주식과 상품, 채권 자산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지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며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 홈페이지(www.spdji.com)를 방문하면 S&P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S&P 다우존스 지수 소개
S&P 다우존스 지수는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필수적인 개념, 데이터, 리서치 부문에서 세계 최대 제공사이며, S&P
500® 지수와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지수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시장 지표를 개발한 본산입니다. 전세계
다른 어떤 지수 제공사보다도 많은 자산이 당사의 지수에 기반한 상품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1884년 Charles
Dow가 첫 번째 지수를 개발한 이후 S&P 다우존스 지수는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100만 개 이상의 지수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을 측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S&P 다우존스지수는 S&P 글로벌(NYSE: SPGI)의 한 부문으로 개인, 기업, 정부가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www.spdji.com)를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Cecilia Ho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Hong Kong, HK
(+852) 2532 8061
cecilia.ho@spglobal.com

PRESS REL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