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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cmegroup.com)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로서 전 세계 고객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찾고 있습니다. CME Group 산하 거래소들은 금리, 주가 지수, 
통화, 에너지, 농산물, 금속, 날씨 및 부동산 관련 선물과 옵션 등을 
포함한 모든 주요 자산군에 걸쳐 다양한 글로벌 벤치마크 상품을 
제공합니다. CME Group은 전자거래 플랫폼 CME글로벡스와 뉴욕 
및 시카고 소재 거래소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서로 연결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중앙집중결제상대방 청산서비스인 CME
청산소 운영을 통해 거래소 상장 계약뿐 아니라 CME클리어포트를 
통해 이루어진 OTC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산물
다양한 농산물 선물•옵션 상품. 증대된 수익 기회.
 
CME Group은 미국 내 거래소 가운데 가장 폭넓은 농산물 
파생상품을 제공하며 곡물에서부터 가축, 오일시드, 유제품, 원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이들 상품은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접근 가능한 
중앙집중식 정규시장을 통해 유동성과 투명한 가격결정 및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http://www.cme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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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은 누구나 쉽게 미터톤 단위를 미국 단위로 변
환할 수 있도록 이 포켓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단위변환방법 예: 
옥수수 11,000 미터톤을 부셸 단위로 변환하려면 4페이지 
표 상의 적절한 변환계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10,000 미터톤 = 393,683 부셸 
+   1,000 미터톤 =   39,368 부셸 
11,000 미터톤 = 433,051 부셸

또한 특정 상품의 달러가격을 미터톤 달러가격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가격 변환표를 제공하였습니다. 헤지 목적으로 유
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도표와 공식 값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환 가이드 소개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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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1월 F
2월 G
3월 H
4월 J
5월 K
6월 M
7월 N
8월 Q
9월 U
10월 V
11월 X
12월 Z

계약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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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C 옥수수

부셸 당 가격 x 39.36825 = 미터톤 가격
미터톤 가격 x 0.0254012 = 부셸 당 가격 

$0.0025 $0.10 $0.50 $0.013
$0.0050 $0.20 $1.00 $0.025
$0.0075 $0.30 $2.00 $0.051
$0.01 $0.39 $3.00 $0.076
$0.02 $0.79 $4.00 $0.102
$0.03 $1.18 $5.00 $0.127
$0.04 $1.57 $10.00 $0.254
$0.05 $1.97 $20.00 $0.508
$0.10 $3.94 $30.00 $0.762 
$0.20 $7.87 $40.00 $1.016
$0.30 $11.81 $50.00 $1.270
$0.40 $15.75 $75.00 $1.905
$0.50 $19.68 $100.00 $2.540
$1.00 $39.37 $125.00 $3.175
$2.00 $78.74 $150.00 $3.810
$3.00 $118.10 $175.00 $4.445
$4.00 $157.47 $200.00 $5.080
$5.00 $196.84 $225.00 $5.715
$6.00 $236.21 $250.00 $6.350
$7.00 $275.58 $275.00 $6.985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옥수수 선물 1계약 = 5,000 부셸 
계약월: 12월, 3월, 5월, 7월, 9월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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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250 6 25 984
500 13 50 1,968
750 19 75 2,953
1,000 25 100 3,937
2,000 51 200 7,874
3,000 76 300 11,810
4,000 102 400 15,747
5,000 127 500 19,684
10,000 254 1,000 39,368
20,000 508 2,000 78,737
30,000 762 3,000 118,105
40,000 1,016 4,000 157,473
50,000 1,270 5,000 196,841
100,000 2,540 10,000 393,683
200,000 5,080 20,000 787,365
300,000 7,620 30,000 1,181,048
400,000 10,160 40,000 1,574,730
500,000 12,701 50,000 1,968,413
1,000,000 25,401 55,000 2,165,254
2,000,000 50,802

부셸 x 0.0254012 = 미터톤 
미터톤 x 39.36825  = 부셸 
1 부셸 = 56 파운드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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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 비정제 팜유

파운드 당 가격 =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36
미터톤 당 가격 = 파운드 당 가격 x 2204.623 

$0.25 $0.000113 $0.0001 $0.22
$0.50 $0.000227 $0.0002 $0.44
$0.75 $0.000340 $0.0003 $0.66
$1.00 $0.000454 $0.0004 $0.88
$2.00 $0.000907 $0.0005 $1.10
$3.00 $0.001361 $0.0010 $2.20
$4.00 $0.001814 $0.0020 $4.41
$5.00 $0.002268 $0.0030 $6.61
$10.00 $0.004536 $0.0040 $8.82
$20.00 $0.009072 $0.0050 $11.02
$30.00 $0.013608 $0.0100 $22.05
$40.00 $0.018144 $0.0200 $44.09
$50.00 $0.022680 $0.0300 $66.14
$100.00 $0.045360 $0.0400 $88.18
$200.00 $0.090720 $0.0500 $110.23
$300.00 $0.136080 $0.1000 $220.46
$400.00 $0.181440 $0.2000 $440.92
$500.00 $0.226800 $0.3000 $661.39
$1,000.00 $0.453600 $0.4000 $881.85
$1,100.00 $0.498960 $0.5000 $1,102.31

$/미터톤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CPO 선물 1계약 = 25 미터톤 
계약월: 매월 – FCPO의 결제월을 준용하여 현물 및 
첫번째 결제월을 제외한 2번째 결제월부터 5번째 결
제월까지 연속 4개 월물 및 이후 격월로 최대 24개
월까지.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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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10 22,046 2,000 1
20 44,092 5,000 2
30 66,139 10,000 5
40 88,185 20,000 9
50 110,231 30,000 14
100 220,462 40,000 18
200 440,924 50,000 23
300 661,387 100,000 45
400 881,849 200,000 91
500 1,102,311 300,000 136
1,000 2,204,622 400,000 181
2,000 4,409,244 500,000 227
3,000 6,613,866 1,000,000 454
4,000 8,818,488 2,000,000 907
5,000 11,023,110 4,000,000 1,814
10,000 22,046,220 5,000,000 2,268
20,000 44,092,440 10,000,000 4,536
30,000 66,138,660 20,000,000 9,072
40,000 88,184,880 30,000,000 13,608
50,000 110,231,100 40,000,000 18,144
100,000 220,462,200 50,000,000 22,680

1 파운드 = 0.0004536 미터톤
1 미터톤 = 2204.623 파운드 

미터톤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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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셸 당 가격 x 58.01643211 = 미터톤 가격 
미터톤 가격 x 0.017236496 = 부셸 당 가격

 $0.0025  $0.15  $0.50  $0.009  
 $0.0050  $0.29  $1.00  $0.017  
 $0.0075  $0.44  $2.00  $0.034  
 $0.01  $0.58  $3.00  $0.052  
 $0.02  $1.16  $4.00  $0.069  
 $0.03  $1.74  $5.00  $0.086  
 $0.04  $2.32  $10.00  $0.172  
 $0.05  $2.90  $20.00  $0.345  
 $0.10  $5.80  $30.00  $0.517  
 $0.20  $11.60  $40.00  $0.689  
 $0.30  $17.40  $50.00  $0.862  
 $0.40  $23.21  $75.00  $1.293  
 $0.50  $29.01  $100.00  $1.724  
 $1.00  $58.02  $125.00  $2.155  
 $1.50  $87.02  $150.00  $2.585  
 $2.00  $116.03  $175.00  $3.016  
 $2.50  $145.04  $200.00  $3.447  
 $3.00  $174.05  $225.00  $3.878  
 $3.50  $203.06  $250.00  $4.309  
 $4.00  $232.07  $275.00  $4.740  
 $4.50  $261.07  $300.00  $5.171  
 $5.00  $290.08  $325.00  $5.602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귀리선물 1계약 = 5,000 부셸 
계약월: 7월, 9월, 12월, 3월, 5월

O/ZO 귀리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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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부셸 x 0.017236496 = 미터톤
미터톤 x 58.01643211 = 부셸
1 부셸 = 38 파운드 

250  4  25  1,450  
500  9  50  2,901  
750  13  75  4,351  
1,000  17  100  5,802  
2,000  34  200  11,603  
3,000  52  300  17,405  
4,000  69  400  23,207  
5,000  86  500  29,008  
10,000  172  1,000  58,016  
20,000  345  2,000  116,033  
30,000  517  3,000  174,049
40,000  689  4,000  232,065  
50,000  862  5,000  290,082  
100,000  1,724  10,000  580,164
200,000  3,447  20,000  1,160,329  
300,000  5,171  30,000  1,740,493
400,000  6,895  40,000  2,320,657  
500,000  8,618  50,000  2,900,822  
1,000,000  17,237  55,000  3,190,904  
2,000,000  34,473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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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0.11  $0.50  $0.02  
$0.01  $0.22  $1  $0.05  
$0.02  $0.44  $2  $0.09  
$0.03  $0.66  $3  $0.14  
$0.04  $0.88  $4  $0.18  
$0.05  $1.10  $5  $0.23  
$0.10  $2.20  $10  $0.45  
$0.20  $4.41  $20  $0.91  
$0.30  $6.61  $30  $1.36  
$0.40  $8.82  $40  $1.81  
$0.50  $11.02  $50  $2.27  
$5.00  $110.23  $100  $4.54  
$6.00  $132.28  $120  $5.44  
$7.00  $154.32  $140  $6.35  
$8.00  $176.37  $160  $7.26  
$9.00  $198.42  $180  $8.16  
$10.00  $220.46  $200  $9.07  
$11.00  $242.51  $220  $9.98  
$12.00  $264.55  $240  $10.89  
$13.00  $286.60  $260  $11.79  
    $280  $12.70  
    $300  $13.61  

$/Cwt -> $/미터톤 $/미터톤 -> $/Cwt

현미 선물 1계약 = 
2,000 헌드레드웨이트(cwt)
계약월: 9월, 11월, 1월, 3월, 5월, 7월

RR/ZR 현미

Cwt 당 가격 x 22.04622 = 미터톤 가격
미터톤 가격 x 0.0453592 = Cwt 가격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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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250  11  25  551  
500  23  50  1,102  
750  34  75  1,653  
1,000  45  100  2,205  
2,000  91  200  4,409  
3,000  136  300  6,614  
4,000  181  400  8,818  
5,000  227  500  11,023  
10,000  454  1,000  22,046  
20,000  907  2,000  44,092  
30,000  1,361  3,000  66,139  
40,000  1,814  4,000  88,185  
50,000  2,268  5,000  110,231  
100,000  4,536  10,000  220,462  
200,000  9,072  20,000  440,925 
300,000  13,608  30,000  661,387  
400,000  18,144  40,000  881,850  
500,000  22,680  50,000  1,102,312  
1,000,000  45,359  55,000  1,212,543  

Cwt x 0.0453592 = 미터톤
미터톤 x 22.04624 = cwt
1 cwt = 100 파운드 

Cwt -> 미터톤 미터톤 -> 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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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셸 당 가격 x 36.7437 = 미터톤 가격
미터톤 가격 x 0.0272155 = 부셸 당 가격

$0.0025  $0.09  $0.50  $0.014  
$0.0050  $0.18  $1.00  $0.027  
$0.0075  $0.28  $2.00  $0.054  
$0.01  $0.37  $3.00  $0.082  
$0.02  $0.73  $4.00  $0.109  
$0.03  $1.10  $5.00  $0.136  
$0.04  $1.47  $10.00  $0.272  
$0.05  $1.84  $20.00  $0.544  
$0.10  $3.67  $30.00  $0.816  
$0.20  $7.35  $40.00  $1.089  
$0.30  $11.02  $50.00  $1.361  
$0.40  $14.70  $75.00  $2.041  
$0.50  $18.37  $100.00  $2.722  
$1.00  $36.74  $125.00  $3.402  
$2.00  $73.49  $150.00  $4.082  
$3.00  $110.23  $175.00  $4.763  
$4.00  $146.97  $200.00  $5.443  
$5.00  $183.72  $225.00  $6.123  
$6.00  $220.46  $250.00  $6.804  
$7.00  $257.21  $275.00  $7.484  
$8.00  $293.95  $300.00  $8.165  
$9.00  $330.69  $325.00  $8.845  
$10.00  $367.44  $350.00  $9.525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대두 선물 1계약 = 5,000 부셸 
계약월: 9월, 11월, 1월, 3월, 5월, 7월, 8월

S/ZS 대두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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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부셸 x 0.0272155 = 미터톤
미터톤 x 36.7437 = 부셸
1 부셸 = 60 파운드

250 7 25 919
500 14 50 1,837
750 20 75 2,756
1,000 27 100 3,674
2,000 54 200 7,349
3,000 82 300 11,023
4,000 109 400 14,697
5,000 136 500 18,372
10,000 272 1,000 36,744
20,000 544 2,000 73,487
30,000 816 3,000 110,231
40,000 1,089 4,000 146,975
50,000 1,361 5,000 183,719
100,000 2,722 10,000 367,437
200,000 5,443 20,000 734,874
300,000 8,165 30,000 1,102,311
400,000 10,886 40,000 1,469,748
500,000 13,608 50,000 1,837,185
1,000,000 27,216 55,000 2,020,904
2,000,000 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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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톤 당 가격 x 1.102311 = 미터톤 가격 
미터톤 가격 x 0.907185 = 숏톤 당 가격

$0.10  $0.11  $0.50  $0.45  
$0.20  $0.22  $1.00  $0.91  
$0.30  $0.33  $2.00  $1.81  
$0.40  $0.44  $3.00  $2.72  
$0.50  $0.55  $4.00  $3.63  
$1.00  $1.10  $5.00  $4.54  
$2.00  $2.20  $10.00  $9.07  
$3.00  $3.31  $20.00  $18.14  
$4.00  $4.41  $30.00  $27.22  
$5.00  $5.51  $40.00  $36.29  
$10.00  $11.02  $50.00  $45.36  
$50.00  $55.12  $100.00  $90.72  
$100.00  $110.23  $125.00  $113.40  
$120.00  $132.28  $150.00  $136.08  
$140.00  $154.32  $175.00  $158.76  
$160.00  $176.37  $200.00  $181.44  
$180.00  $198.42  $225.00  $204.12  
$200.00  $220.46  $250.00  $226.80  
$220.00  $242.51  $275.00  $249.48  
$240.00  $264.55  $300.00  $272.16  
$260.00  $286.60  $325.00  $294.84  
$280.00  $308.65  $350.00  $317.51  
$300.00  $330.69  $375.00  $340.19  
    $400.00  $362.87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대두박 선물 1계약 = 100 숏톤 
계약월: 10월, 12월, 1월, 3월, 5월, 7월, 8월, 9월

SM/ZM 대두박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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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숏톤 x 0.907185 = 미터톤
미터톤 x 1.102311 = 숏톤
1 숏톤 = 2,000 파운드
1 미터톤 = 2,204.623 파운드 

25  23  25  28  
50  45  50  55  
75  68  75  83  
100  91  100  110  
200  181  200  220  
300  272  300  331  
400  363  400  441  
500  454  500  551  
1,000  907  1,000  1,102  
2,000  1,814  2,000  2,205  
3,000  2,722  3,000  3,307
4,000  3,629  4,000  4,409  
5,000  4,536  5,000  5,512
10,000  9,072  10,000  11,023
20,000  18,144  20,000  22,046  
30,000  27,216  30,000  33,069  
40,000  36,287  40,000  44,092
50,000  45,359  50,000  55,116  
100,000  90,719  55,000  60,627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cmegroup.com/agriculture

16

파운드 당 가격 x 2,204.623 = 미터톤 가격
미터톤 가격 x 0.0004536 = 파운드 당 가격

$0.0001  $0.22  $0.50  $0.000227  
$0.0002  $0.44  $1.00  $0.000454  
$0.0003  $0.66  $2.00  $0.000907  
$0.0004  $0.88  $3.00  $0.001361  
$0.0005  $1.10  $4.00  $0.001814  
$0.0010  $2.20  $5.00  $0.002268  
$0.0020  $4.41  $10.00  $0.004536  
$0.0030  $6.61  $20.00  $0.009072  
$0.0040  $8.82  $30.00  $0.013608  
$0.0050  $11.02  $40.00  $0.018144  
$0.0100  $22.05  $50.00  $0.022680  
$0.2000  $440.92  $100.00  $0.045360  
$0.2100  $462.97  $200.00  $0.090720  
$0.2200  $485.02  $300.00  $0.136080  
$0.2300  $507.06  $400.00  $0.181440  
$0.2400  $529.11  $500.00  $0.226800  
$0.2500  $551.16  $600.00  $0.27216  
$0.2600  $573.20  $700.00  $0.317520  
$0.2700  $595.25  $800.00  $0.362880  
$0.2800  $617.29  $900.00  $0.408240  
$0.2900  $639.34  $1,000.00  $0.453600  
$0.3000  $661.39  $1,100.00  $0.498960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대두유 선물 1계약 = 60,000 파운드 
계약월: 10월, 12월, 1월, 3월, 5월, 7월, 8월, 9월

BO/ZL 대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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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파운드 x 0.0004536 = 미터톤
미터톤 x 2,204.623 = 파운드

2,000  0.9  10 22,046  
5,000  2.3  20 44,092  
10,000  4.5  30  66,139  
20,000  9  40  88,185  
30,000  14  50  110,231  
40,000  18  100  220,462  
50,000  23  200  440,925 
100,000  45  300  661,387  
200,000  91  400  881,850  
300,000  136  500  1,102,312 
400,000  181  1,000  2,204,624
500,000  227  2,000  4,409,248 
1,000,000  454  3,000  6,613,872
2,000,000  907  4,000  8,818,496
3,000,000  1,361  5,000  11,023,120  
4,000,000  1,814  10,000  22,046,240  
5,000,000  2,268  20,000  44,092,480
10,000,000  4,536  30,000  66,138,720  
20,000,000  9,072  40,000  88,184,960
30,000,000  13,608  50,000  110,231,200  
40,000,000  18,144  100,000  220,462,400  
50,000,000  22,680    
100,000,000  45,360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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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셸 당 가격 x 36.7437 = 미터톤 가격
미터톤 가격 x 0.0272155 = 부셸 당 가격

$0.0025 $0.09 $0.50 $0.014
$0.0050 $0.18 $1.00 $0.027
$0.0075 $0.28 $2.00 $0.054
$0.01 $0.37 $3.00 $0.082
$0.02 $0.73 $4.00 $0.109
$0.03 $1.10 $5.00 $0.136 
$0.04 $1.47 $10.00 $0.272
$0.05 $1.84 $20.00 $0.544
$0.10 $3.67 $30.00 $0.816
$0.20 $7.35 $40.00 $1.089
$0.30 $11.02 $50.00 $1.361
$0.40 $14.70 $75.00 $2.041
$0.50 $18.37 $100.00 $2.722
$1.00 $36.74 $125.00 $3.402
$2.00 $73.49 $150.00 $4.082
$3.00 $110.23 $175.00 $4.763
$4.00 $146.97 $200.00 $5.443
$5.00 $183.72 $225.00 $6.123
$6.00 $220.46 $250.00 $6.804
$7.00 $257.21 $275.00 $7.484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소맥 선물 1계약 = 5,000 부셸 
계약월: 7월, 9월, 12월, 3월, 5월

소맥 
W/ZW 시카고 연질 적동소맥 
KW/KE 캔사스시티 경질 적동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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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부셸 x 0.0272155 = 미터톤
미터톤 x 36.7437 = 부셸
1 부셸 = 60 파운드

250 7 25 919
500 14 50 1,837
750 20 75 2,756
1,000 27 100 3,674
2,000 54 200 7,349
3,000 82 300 11,023
4,000 109 400 14,697
5,000 136 500 18,372
10,000 272 1,000 36,744
20,000 544 2,000 73,487
30,000 816 3,000 110,231
40,000 1,089 4,000 146,975
50,000 1,361 5,000 183,719
100,000 2,722 10,000 367,437
200,000 5,443 20,000 734,874
300,000 8,165 30,000 1,102,311
400,000 10,886 40,000 1,469,748
500,000 13,608 50,000 1,837,185
1,000,000 27,216 55,000 2,020,904
2,000,000 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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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W 흑해산 소맥
 

부셸 당 가격 x 36.7437 = 미터톤 가격
미터톤 가격 x 0.0272155 = 부셸 당 가격

$0.0025 $0.09 $0.50 $0.014
$0.0050 $0.18 $1.00 $0.027
$0.0075 $0.28 $2.00 $0.054
$0.01 $0.37 $3.00 $0.082
$0.02 $0.73 $4.00 $0.109
$0.03 $1.10 $5.00 $0.136 
$0.04 $1.47 $10.00 $0.272
$0.05 $1.84 $20.00 $0.544
$0.10 $3.67 $30.00 $0.816
$0.20 $7.35 $40.00 $1.089
$0.30 $11.02 $50.00 $1.361
$0.40 $14.70 $75.00 $2.041
$0.50 $18.37 $100.00 $2.722
$1.00 $36.74 $125.00 $3.402
$2.00 $73.49 $150.00 $4.082
$3.00 $110.23 $175.00 $4.763
$4.00 $146.97 $200.00 $5.443
$5.00 $183.72 $225.00 $6.123
$6.00 $220.46 $250.00 $6.804
$7.00 $257.21 $275.00 $7.484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BSW 소맥 선물 1계약 = 136 미터톤 
계약월: 7월, 9월, 12월, 3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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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부셸 -> 미터톤 미터톤 -> 부셸

부셸 x 0.0272155 = 미터톤
미터톤 x 36.7437 = 부셸
1 미터톤 = 2,204.62442 파운드

250 7 25 919
500 14 50 1,837
750 20 75 2,756
1,000 27 100 3,674
2,000 54 200 7,349
3,000 82 300 11,023
4,000 109 400 14,697
5,000 136 500 18,372
10,000 272 1,000 36,744
20,000 544 2,000 73,487
30,000 816 3,000 110,231
40,000 1,089 4,000 146,975
50,000 1,361 5,000 183,719
100,000 2,722 10,000 367,437
200,000 5,443 20,000 734,874
300,000 8,165 30,000 1,102,311
400,000 10,886 40,000 1,469,748
500,000 13,608 50,000 1,837,185
1,000,000 27,216 55,000 2,020,904
2,000,000 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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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버터 선물 1계약 = 20,000 파운드
계약월: 매월

CB 현금결제 버터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20,000 9.08 100 220,460
50,000 22.7 1,000 2,204,600
100,000 45.4 10,000 22,046,000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25 $.55 $0.50 $.00023
$.0010 $2.20 $1.00 $.00045
$.01 $22.05 $10 $.0045
$.10 $220.46 $100 $.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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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0.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20,000 9.08 100 220,460
50,000 22.7 1,000 2,204,600
100,000 45.4 10,000 22,046,000

1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025 $0.55 $0.50 $0.00023
$0.0010 $2.20 $1.00 $0.00045
$0.01 $22.05 $10 $0.0045
$0.10 $220.46 $100 $0.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치즈 선물 1계약 = 20,000 파운드
계약월: 매월

CSC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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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우유 선물 1계약 = 200,000 파운드
계약월: 매월

DA/DC 3등급 우유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0.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50,000 22.7 100 220,460 
100,000 45.4 1,000 2,204,600 
200,000 90.8 10,000 22,046,000 

1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025 $0.55 $0.50 $0.00023
$0.0010 $2.20 $1.00 $0.00045
$0.01 $22.05 $10 $0.0045
$0.10 $220.46 $100 $0.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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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DK/GDK 4등급 우유

4등급 우유 선물 1계약 = 200,000 파운드
계약월: 매월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0.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44,000 19.98 100 220,460 
50,000 22.7 1,000 2,204,600 
100,000 45.4 10,000 22,046,000 

1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025 $0.55 $0.50 $0.00023
$0.0010 $2.20 $1.00 $0.00045
$0.01 $22.05 $10 $0.0045
$0.10 $220.46 $100 $0.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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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건조유장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0.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44,000 19.98 100 220,460 
50,000 22.7 1,000 2,204,600 
100,000 45.4 10,000 22,046,000 

1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025 $0.55 $0.50 $0.00023
$0.0010 $2.20 $1.00 $0.00045
$0.01 $22.05 $10 $0.0045
$0.10 $220.46 $100 $0.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건조유장 선물 1계약 = 44,000 파운드
계약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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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NF/GNF 탈지분유

탈지분유 선물 1계약 = 44,000 파운드
계약월: 매월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0.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44,000 19.98 100 220,460 
50,000 22.7 1,000 2,204,600 
100,000 45.4 10,000 22,046,000 

1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025 $0.55 $0.50 $0.00023
$0.0010 $2.20 $1.00 $0.00045
$0.01 $22.05 $10 $0.0045
$0.10 $220.46 $100 $0.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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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E 생우

생우 선물 1계약 = 생체중 40,000 파운드
계약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0.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40,000 18.2 100 220,460 
50,000 22.7 1,000 2,204,600 
100,000 45.4 10,000 22,046,000 

1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025 $0.55 $0.50 $0.00023
$0.0010 $2.20 $1.00 $0.00045
$0.01 $22.05 $10 $0.0045
$0.10 $220.46 $100 $0.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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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0.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40,000 18.2 100 220,460 
50,000 22.7 1,000 2,204,600 
100,000 45.4 10,000 22,046,000 

1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025 $0.55 $0.50 $0.00023
$0.0010 $2.20 $1.00 $0.00045
$0.01 $22.05 $10 $0.0045
$0.10 $220.46 $100 $0.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FC/GF 비육우

비육우 선물 1계약 = 생체중 50,000 파운드
계약월: 1월,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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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E 돈육

돈육 선물 1계약 = 생체중 40,000 파운드
계약월: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2월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1,000 0.454 1 2,204.6 
10,000 4.54 10 22,046 
40,000 18.2 100 220,460 
50,000 22.7 1,000 2,204,600 
100,000 45.4 10,000 22,046,000 

1 파운드 x 0.000454 = 미터톤
미터톤 x 2,204.6 = 파운드

$/파운드 -> $/미터톤 $/미터톤 -> $/파운드

$0.00025 $0.55 $0.50 $0.00023
$0.0010 $2.20 $1.00 $0.00045
$0.01 $22.05 $10 $0.0045
$0.10 $220.46 $100 $0.045
$1.00 $2,204.60 $1,000 $0.45

파운드 당 가격 x 2,204.6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00045 = 파운드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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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LB 임의길이원목

임의길이원목 선물 1계약  =  
110,000 보드피트(110 mbf)
계약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000 보드피트(mbf) 
 입방미터 
 

입방미터  -> 1,000 보드피
트

1,000 2.36 1 0.424 
10,000 23.6 10 4.24 
100,000 236 100 42.4 
110,000 259.6 1,000 424 

1,000 보드피트 = 1 mbf
Mbf x 2.36 = 입방미터
입방미터 x 0.424 = mbf

$/1,000 보드피트 -> $/입방미터 $/입방미터 -> $/1,000 보
드피트

$0.10 $0.04 $0.10 $0.24
$1.00 $0.42 $1.00 $2.36 
$10.00 $42.40 $10.00 $23.60
$100.00 $424.00 $100.00 $236.00

1,000 보드피트 = 1 mbf
Mbf 당 가격 x 0.424 = 입방미터 당 가격
입방미터 당 가격 x 2.36 = mbf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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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N UREA-US GULF

Urea-US Gulf 청산스왑 1계약 = 100 숏톤
계약월: 매월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100 90.7194 100 110.2300
1.000 907.1940 1,000 1,102.3000 

1 숏톤 x 0.907194 = 미터톤
미터톤 x 1.102300 = 숏톤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0.25 $0.275575 $0.25 $0.226799
$0.50 $0.551150 $0.50 $0.453597
$0.75 $0.826725 $0.75 $0.680396
$1.00 $1.102300 $1.00 $0.907194

숏톤 당 가격 x 1.102300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907194 = 숏톤 당 가격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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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UFG UREA-EGYPT

Urea-Egypt 청산스왑 1계약 = 100 미터톤
계약월: 매월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100 90.7194 100 110.2300
1.000 907.1940 1,000 1,102.3000 

1 숏톤 x 0.907194 = 미터톤
미터톤 x 1.102300 = 숏톤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0.25 $0.275575 $0.25 $0.226799
$0.50 $0.551150 $0.50 $0.453597
$0.75 $0.826725 $0.75 $0.680396
$1.00 $1.102300 $1.00 $0.907194

숏톤 당 가격 x 1.102300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907194 = 숏톤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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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Z UREA-YUZHNY

Urea-Yuzhny 청산스왑 1계약 = 100 미터톤
계약월: 매월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100 90.7194 100 110.2300
1.000 907.1940 1,000 1,102.3000 

1 숏톤 x 0.907194 = 미터톤
미터톤 x 1.102300 = 숏톤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0.25 $0.275575 $0.25 $0.226799
$0.50 $0.551150 $0.50 $0.453597
$0.75 $0.826725 $0.75 $0.680396
$1.00 $1.102300 $1.00 $0.907194

숏톤 당 가격 x 1.102300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907194 = 숏톤 당 가격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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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UFU UAN-NOLA

UAN-NOLA 청산스왑 1계약 = 100 숏톤
계약월: 매월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100 90.7194 100 110.2300
1.000 907.1940 1,000 1,102.3000 

1 숏톤 x 0.907194 = 미터톤
미터톤 x 1.102300 = 숏톤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0.25 $0.275575 $0.25 $0.226799
$0.50 $0.551150 $0.50 $0.453597
$0.75 $0.826725 $0.75 $0.680396
$1.00 $1.102300 $1.00 $0.907194

숏톤 당 가격 x 1.102300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907194 = 숏톤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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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 DAP-TAMPA

DAP-Tampa 청산스왑 1계약 = 100 미터톤
계약월: 매월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100 90.7194 100 110.2300
1.000 907.1940 1,000 1,102.3000 

1 숏톤 x 0.907194 = 미터톤
미터톤 x 1.102300 = 숏톤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0.25 $0.275575 $0.25 $0.226799
$0.50 $0.551150 $0.50 $0.453597
$0.75 $0.826725 $0.75 $0.680396
$1.00 $1.102300 $1.00 $0.907194

숏톤 당 가격 x 1.102300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907194 = 숏톤 당 가격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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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DFL DAP-NOLA

DAP-NOLA 청산스왑 1계약 = 100 숏톤
계약월: 매월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100 90.7194 100 110.2300
1.000 907.1940 1,000 1,102.3000 

1 숏톤 x 0.907194 = 미터톤
미터톤 x 1.102300 = 숏톤

$/숏톤 -> $/미터톤 $/미터톤 -> $/숏톤

$0.25 $0.275575 $0.25 $0.226799
$0.50 $0.551150 $0.50 $0.453597
$0.75 $0.826725 $0.75 $0.680396
$1.00 $1.102300 $1.00 $0.907194

숏톤 당 가격 x 1.102300 = 미터톤 가격
미터톤 당 가격 x 0.907194 = 숏톤 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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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간대

미국 중부 표준시(CT) 기준.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가 시행되
는 3월 두 번째 일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미국 거래시
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CME Group의 현행 거래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cmegroup.com/tradinghour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미국 중부 표준시와의 시차

시카고 0
멕시코시티 0
샌프란시스코 -2
뉴욕 +1
부에노스아이레스 +3
상파울루 +4
런던 +6
프랑크푸르트/파리/로테르담 +7
모스크바 +9
뭄바이/뉴델리 +11.5
베이징/홍콩/상하이
싱가포르/타이페이 +14
서울/도쿄 +15
시드니 +17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http://www.cmegroup.com/trading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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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단위 변환 가이드

주요 농산물 가격은 통제가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요인들, 가령 날씨, 질병 및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수요 증가와 글로벌 
경제팽창 속에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제한된 
상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CME Group의 
농산물 상품은 생산자들과 리스크관리 및 헤지 도구가 
필요한 이용자들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의 놀라운 
기회를 이용하려는 펀드와 기타 거래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CME Group은 미국 내 거래소 가운데 가장 폭넓은 
농산물 선물•옵션상품을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상품의 거래를 지원합니다.

곡물 및 오일시드
유제품
가축
상품 지수
원목
비료 

CME Group 농산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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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의 농산물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megroup.com/
agricultur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http://www.cmegroup.com/agriculture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금융 관련 
조언의 제공, 거래 플랫폼의 구축, 예치금의 활용 또는 수취,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조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 정보는 개개인의 목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CME’)의 
상표입니다.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 (‘CBOT’)의 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NYMEX’)의 상표입니다.

CME와 CBOT 및 NYMEX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공인시장운영자(Recognised Market 
Operator)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자동매매서비스
(Automated Trading Service) 제공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일본 법률 제25호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CME유럽거래소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 2014 CME Group. 모든 권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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