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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글로벌 지수 한국종목 69 개 추가
한국,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신규 추가종목 수 기준으로 3 위 차지
2013 년 7 월 4 일 (서울) –글로벌 주식 시장 벤치마크인 러셀 글로벌 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지수 재구성 (reconstitution) 결과 올해는 69 개의 한국 종목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러셀 글로벌 지수는 총 374 개의 한국 종목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시가총액은 대략
1.4 조 달러에 이른다. 이는 작년 시가총액 1.2 조 달러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이며, 한국은 러셀 글로벌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 기준 10 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지수 리서치 및 혁신 부서의 롤프 아가서 (Rolf Agather) 글로벌 총괄 임원은
“매년 진행하는 러셀 지수 재구성 과정은 러셀의 지수관리에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러셀은
고객들에게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지수의 비중을 조정한다.
이러한 지수 재구성 작업은 멀티 에셋 투자자들이 자산군의 성과를 더 세밀히 측정하고 투자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글로벌 지수에 추가된 종목은 러셀 지수 재구성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2013 년 러셀 글로벌 지수 재구성 후 한국 종목들과 연관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0 대 시장이 되었다.
당해 지수 조정작업에서 69 개의 한국기업 추가는 재작년 36 개, 작년 53 개 종목 추가에 비하여
주목할 만한 증가이다.
2012 년 대비 가장 변화가 큰 섹터는 테크놀로지 섹터 (30.9%에서 35.7%로 증가)와 내구생산재
섹터 (12.5%에서 10.4%로 감소)이다.
러셀 글로벌 지수 가운데 한국 종목들의 섹터별 비중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테크놀로지 (35.7%), 임의 소비재(18.9%), 금융 (13.9%), 내구생산재 (10.4%), 원자재 및 가공
(9.6%), 필수 소비재 (4.6%), 유틸리티 (2.9%), 에너지 (2.1%), 헬스케어 (1.9%)

러셀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세계적으로 총 4.1 조 달러에 이르고 6 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러셀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등, 러셀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주식시장
지수의 선도자이므로 러셀의 지수 재구성 과정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약 30 년전인
1984 년 최초의 시장 지수를 도입한 이래 러셀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지수 시장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켜왔으며, 러셀 지수는 매일 80 여개국의 10,000 종목들을 커버하는 700,000 개 이상의 벤치마크를
산정한다.

러셀 인베스트먼트 소개
러셀 인베스트먼트(이하 러셀)는 엑티브 운용전략으로 멀티자산 포트폴리오 운용 및 자문, 투자, 투자 이행을
포함한 투자관련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소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이다. 러셀은 기관 투자자, 재무 상담사,
개인투자자 등을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통찰력, 운용사 선정, 포트폴리오 구축 및 투자 이행, 지수 제공 등 고객이
추구하는 투자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 역량을 제공한다.
러셀의 총 수탁고 규모는 1,730 억 달러이며 (2013 년 3 월 31 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2,500 개의 기관투자자,
독립 판매 채널 협력사 및 개인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한 세계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 러셀은 자문 대상 자산 규모가 약 2.6 조 달러에 이른다 (2012 년 12 월 31 일 기준). 지난
40 년 동안 매니저 리서치 및 운용사 선정 서비스를 제공해 온 러셀은 매년 전 세계 2,200 개 이상의 운용사와
회의를 수행했으며, 투자 이행 서비스 사업부문에서는 2012 년 1.4 조 달러의 거래규모를 기록했다. 러셀은 전
세계 투자 가능한 시장의 98%에 달하는 80 개국의 10,000 개 이상의 종목을 커버하는 700,000 개 이상의
벤치마크를 매일 산정하고 있다. 러셀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자산규모는 약 4.1 조 달러이다 (2012 년 12 월
31 일 기준).
러셀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뉴욕,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
싱가폴, 서울 , 도쿄, 토론토, 시카고, 샌디에고, 밀워키와 에딘버러 등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러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russell.com 를
방문하거나 @Russell_News 를 팔로우한다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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