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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스프레드 옵션(CSO)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은 두 개의 선물 포지션, 즉 1개의 매수 
포지션과 1개의 매도 포지션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콜옵션을 행사하여 만기가 가장 짧은 선물의 매수 포지션과 
만기가 긴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을 
행사하여 만기가 가장 짧은 선물의 매도 포지션과 만기가 가장 긴 
선물의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는 매수한 선물과 
매도한 선물의 가격 차입니다.

예를 들어, $0.50 행사가의 콜옵션은 선물 매수 포지션의 가격이 
만기가 더 긴 선물 매도 포지션의 가격보다 $0.50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0.50 행사가의 풋옵션은 선물 매도 
포지션의 가격이 만기가 더 긴 선물 매수 포지션 가격보다 $0.50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CSO 콜 또는 풋 매수 포지션의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T)=Max(0,〖(F〗̂T1 (T)-F^T2 (T))-K)

P(T)=Max(0,〖K-(F〗̂T1 (T)-F^T2 (T)))

변수
T: 옵션 만기
FT1(T)-FT2(T): 캘린더 스프레드
K: 행사가

 선물 스프레드가 CSO 만기일에 $0.50 이상에 이르면 $0.50 콜 
소유주가 그 차액을 이익으로 거둡니다.

천연가스 CSO
천연가스 기간구조는 계절성에 의해 정의됩니다. 출하 시즌(“
겨울”) — 1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으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임. 투입(저장) 시즌(“여름”) —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적음. 

도표 1: 천연가스(헨리 허브) 선물의 기간구조

출처: CME Group

겨울 시즌 중 가스 소비량은 주택, 상업 및 산업 최종 소비자들의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절정을 이룹니다. 여름철에는

생산은 계속되고 가스 수요가 하락하므로 천연가스의 과잉 공급 
상태에 이르게 되어 천연가스를 저장해야 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겨울철 수요로 인해 겨울 천연가스 선물은 여름 선물에 
비해 프리미엄에 거래됩니다. 겨울 기간구조는 콘탱고가 아닌 
백워데이션입니다. 백워데이션은 근월물

선물이 원월물 선물보다 비싼 환경을 말합니다. 반면 콘탱고는 
근월물 선물이 원월물 선물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은 여름철에 천연가스를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이를 저장소에 투입합니다. 이어 이 
회사들은 저장해 두었던 천연가스를 겨울철에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수요 프리미엄을 얻어 이익을 창출합니다. 
겨울과 여름 시즌에 걸쳐 천연가스를 구매하여 저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내포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CSO)은 만기가 다른 두 개의 선물계약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옵션입니다. 에너지 선물의 기간구조는 저장 비용, 
계절성 및 공급/수요 여건과 같은 에너지 시장 변수의 시간 가치를 표시합니다.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선물 
기간구조의 형태 변화를 상대로 헤징하거나 스펙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CME Group은 원유, 천연가스 및 정제유 상품 CSO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CSO의 주요 특성,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의 활용법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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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CSO 예시 1:
예를 들어, 천연가스 저장 업체가 늦은 여름에 천연가스 재고를 
축적해 겨울 초에 판매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름 선물 
매수, 겨울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며, 이 예시의 목적상, 
10월물 선물 매수와 11월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포지션은 선물 가격이 10월 선물 가격(저장한 
천연가스 가격)보다 높을 경우, 저장업자에게 11월 중 재고를 
천연가스를 저장한 가격(금융 및 저장 비용을 감안한 후)에 판매할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저장 업체의 포지션은 10/11월물 캘린더 
스프레드에 콜옵션을 취한 것과 같은 포지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0월부터 11월 사이 두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10/11월물 선물 스프레드가 투입 시즌과 출하 시즌 
사이에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입니다.

저장 업체가 10월에 현물 천연가스를 1MMBtu당 $2.50의 가격에 
구매합니다. 11월물 천연가스의 가격은 1MMBtu당 $3.00입니다
(10/11월물 스프레드 가격 $-0.50으로 표시됨). 이 업자는 11월 
가스 현물을 판매하는 시점에 최소한 $0.50의 수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업자는

10/11월물 $-0.50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10월물 선물 만기가 30
일 남은 시점에 10/11월물 $-0.50 콜옵션을 $0.25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A:

10월물 선물 만기 시점에 10/11월물 스프레드의 결제 
가격이 $-1.50인 경우: 10월물은 $2.50, 11월물은 $4.00
입니다. 저장 업자의

현물 포지션에 $1.00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외가격으로 청산되는 $-0.50 행사가 콜 프리미엄으로 
인해 $0.25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저장 업자는 CSO 콜옵션을 매수함으로써 10/11
월물의 스프레드 축소에서 발생했을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 시나리오 B:

   10월물 선물 만기 시점에 10/11월물 스프레드의 결제 
가격이 $0.80인 경우: 10월물은 $3.00, 11월물은 $2.20
입니다. 저장 업자의 CSO 포지션 이익 $1.30에서 콜 
보험 프리미엄 $0.25를 차감하여 총 $1.05의 CSO 
이익을 창출합니다.이 경우, 콜옵션은 내가격에 만료돼 
저장 업자의 현물 포지션에 불리하게 작용한 선물 
스프레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상쇄합니다.

예시 1에서는 저장 업자가 CSO 콜옵션을 소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습니다. 콜옵션 매수 시 지불한 비교적 적은

$0.25의 보험 프리미엄이 선물 스프레드의 부정적인 
변동으로부터 업자를 보호했지만 스프레드가 유리하게 
움직이면서 여전히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현물 저장분에 대한 헤징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CSO는 
선물 스프레드의 큰 변동을 활용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스프레드 가운데 가장 변동성이 심한 상품은 3/4
월물 스프레드입니다. 이 기간은 출하기에서 투입기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도표 2의 급격한 가격 변동 참고).

도표 2: 쳔연가스 1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2013/2014  
겨울 시즌) 

출처: CME Group

 
천연가스 CSO 예시 2:
천연가스 트레이더가 곧 다가올 겨울이 평년 겨울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3/4월물 스프레드에 대해 Bullish한 시각(3월 
선물 가격이 4월 선물 가격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함)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1일, 3/4월물 스프레드는 $0.2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월물은 $3.10, 4월물은 $2.9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는 3/4월물 스프레드가 2월 말 만기 시점이 되면 $1.00 
이상에 결제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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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트레이더가 $0.65의 행사가에 3/4월물 스프레드의 CSO 
콜옵션을 매수하고 $0.13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3/4월물 스프레드는 만기 시점에 최소한 $0.78에 
도달해야 합니다($0.65 행사가 + $0.13 프리미엄).

콜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이 트레이더는 선물 스프레드 포지션 
매수에 따른 하방 리스크를 제한합니다. CSO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그가 지불한 프리미엄($0.13)입니다. 선물 
포지션이라면 최대 손실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3월 선물 만기 시점에 3/4월물 스프레드의 결제 가격이 $1.10
인 경우: 3월물은 $4.20, 11월물은 $3.10입니다. 이 트레이더의 
Bullish한 시각이 들어 맞았고 CSO 콜옵션은 $0.45의 차액으로 
내가격에 결제되어 $0.32($0.45 이익 - $0.13 옵션 프리미엄)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의 계절성과 그에 따른 변동성은 현물 저장 
운영업자부터 프로 트레이더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CSO를 활용해 천연가스 선물 스프레드 변동을 
헤지하거나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시합니다. 

원유 CSO
원유 선물 및 옵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뛰어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 
계약입니다. 원유의 선도 기간구조는 공급/수요, 저장 비용 및 
예상 생산량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가격 
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계절성이 
선도 선물 곡선의 형태를 지배하는 천연가스 시장과는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Chart 3: WTI Futures Term Structure

출처: CME Group

원유의 경우, 역조시장(백워데이션)은 일반적으로 공급  제약이나 
공급 부족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역조시장은 원월물 선물 가격이 
근월물에 비해 더 싼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원유가 가장 가까운 인수도 계약이 프리미엄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기가 더 긴 선물계약의 가격이 더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급이나 재고 수준이 많은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를 가리켜 콘탱고 시장이라 말합니다. [도표 3 참고: 2015년 5
월 1일 현재의 WTI 기간구조는 가파른 콘탱고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도 곡선의 형태는 재고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역조 상태에 있으면 재고의 현재 가치가

이연 미래 가격보다 더 큽니다. 이 상황에서 재고를 보유하면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콘탱고 시장에서는 재고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판매하는 
것이 저장 비용을 감안(차감)하더라도 더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수익은 실물 상품 보유에 내포된 선택권으로 
간주합니다. 편의수익은 상품 보유에서 얻는 수익에서

저장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편의수익률은 그 기간과 
원유 재고량 수준에 따라 + 또는 -가 될 수 있습니다.

도표 4: WTI 최근월물 vs 차기 근월물 선물

출처: CME Group

도표 4는 원유 선물의 1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곡선을 표시합니다. 
한 시장 참여자가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만기 이전에 다음 
계약월로 롤오버할 필요가 있으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다음 월의 
선물을 매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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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CSO 예시 1:
한 원유 생산업체가 6월 중에 석유를 추출하여 구매자를 확보할 
때까지 재고를 저장하고자 합니다. 원유 선도 가격이 현재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자는 원유를 저장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생산업자가 6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현물 원유를 판매하기로 약정하는 1개월 저장 계약을 확보합니다. 
6월 원유 가격은 $57.50에, 7월 선물은 $58.80에 거래되고 있어 
6/7월물 캘린더 스프레드는 -$1.30입니다.

이 생산업자는 사실상 6/7월물 캘린더 스프레드를 매수한 셈이며 
스프레드 차액이 축소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생산업자는 
원유 판매 시점의 이익을 축소할 기간구조의 평탄화를 상대로 
헤지하고자 합니다.  그는 $0.16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행사가 
-$1.20의 콜 CSO를 매수합니다.

•  시나리오 A:

6월 선물 만기 시점에 6/7월물 스프레드 곡선이 더 
가팔라지면서 -$2.00에 결제됩니다. 생산업자는 6/7월물 
스프레드가 추가 $0.70 확대되면서 현물 포지션 목표가였던 
$1.30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생산업자는 $0.16 프리미엄에 원래 목표했던 
수익을 보호해 총 $1.84($2.00 스프레드 차액 - $0.16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거뒀습니다.

• 시나리오 B:

6월 선물 만기 시점에 6/7월물 스프레드가 -$0.50으로 
축소됩니다. 이 시점에 생산업자가 판매하기로 결정하면 
애초 현물에서 목표했던 $1.30의 수익보다 적은 $0.80 
이익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매수한 CSO 콜옵션은 
현재 $0.70($1.20 행사가 - $0.50 스프레드 가격)이 되어 
매도 시 $1.04($0.50 + $0.70 - $0.16 콜 프리미엄)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콜옵션은 내가격에 만료돼 저장 업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인 선물 스프레드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예시 1에서는 저장 업자가 CSO 콜옵션을 소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습니다. 콜옵션 매수 시 지불한 비교적 적은

$0.16의 보험 프리미엄이 선물 스프레드의 부정적인 
변동으로부터 업자를 보호했지만 스프레드가 유리하게 
움직이면서 여전히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CSO 예시 2:
한 프로 트레이더가 원유 선물에 Bullish한 시각을 갖고 있어 현재 
보유 중인 선물 매수 포지션이 다음 달 30일에 만기 되는 시점에 이 
포지션을 롤오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유 기간구조의 형태에 따라 
선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선물을 롤오버하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콘탱고 상태에 있으면 투자자는 
자신의 매수 포지션을 다음 달로 롤오버할 때마다 매월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원유 선물의 기간구조가 콘탱고 상태에 있고 9/10월물 캘린더 
스프레드가 -$1.50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간구조가 30일 동안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트레이더가 
자신의 선물 포지션을 롤오버하여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1.5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트레이더가 자신의 매수 
포지션을 롤오버하고자 하므로 9월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9/10월물 
캘린더 스프레드를 매도하고 10월물의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 트레이더는 더 높은 가격의 선물계약 포지션으로 롤오버할 때 드는 
비용을 헤지하고자 합니다. 근월물 CSO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상승했으므로 그는 자신의 포지션을 상대로 콜옵션을 
매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0.20의 프리미엄에 $-1.30 9/10월물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시나리오 A:

9월물 선물 만기 시점에 9/10월물 스프레드가 
가팔라지면서 -$1.70에 결제됩니다. 이는 트레이더의 
롤오버 비용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가격이 되어 
가치 없이 만기 되는 콜옵션에서  $0.20의 프리미엄을 
수령하였으므로 롤오버 비용을 $0.20만큼 줄여 실질 
롤오버 비용은 원래의 스프레드 비용과 동일한 $-1.50이 
되었습니다.

•시나리오 B:

9월 선물 만기 시점에 9/10월물 스프레드가 -$1.00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트레이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그의 롤오버 비용을 줄입니다. 하지만 실물 
결제 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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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을 행사가 $-1,30에 매도하였으므로 해당 옵션이 
내가격에 만료되었고 자신이 필요로 했던 9월물 선물 
매도 포지션과 10월물 선물 매수 포지션을 받게 됩니다. 
이 거래는 바로 그가 롤오버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거래입니다. 이 거래를 시작할 때 캘린더 
스프레드는 $-1.50이었습니다.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1.00에 만료되어 롤오버 비용을 $0.50 줄였습니다. 
이 트레이더는 $0.50의 스프레드 가격 축소와 $0.20의 
옵션 프리미엄 수령에서 이익을 얻었으나 이러한 변동은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롤오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순 보험 비용은 $0.10($0.30 
콜옵션 손실 - 프리미엄 수령액 $0.20)이었습니다.

예시 2에서 트레이더는 CSO 포지션을 활용하여 롤오버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간마다 이러한 거래를 반복하거나, 
자신의 선물 매수 포지션 유지 기간에 따라 매달 CSO 콜옵션을 
매도하여 자신의 전체 롤오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
표준 바닐라 옵션에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옵션 가격 책정 모델과 
각종 헤징 도구는 여러 이유로 인해 스프레드 옵션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이너스 행사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프레드 옵션 가격 책정법은 변하지만 크게 두 개의 주요한 
접근법, 즉 수치모형과 분석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치모형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고속푸리에변환 및 수치 적분법이 
있습니다. 1차적 분석 모형은 바슐리에1 모형이라 불리는 폐쇄형 
해(CFS)입니다.

바슐리에 모형은 기초 스프레드가 대칭적인 정규 가격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의존합니다. 가격이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변동성 또한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도표

5의 가격 vs 변동성 예시 참고]. 이 모형들은 CSO 트레이더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표 5: WTI CSO 가격 vs 변동성.

Source: QuikStrike 

 
요약
석유와 가스 가격은 기후, 지정학적 리스크 및 예상치 못한 공급/
수요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펀더멘털 요인에 대단히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요인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이면 선도곡선 
가격과 각 월 간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SO는 선도 기간 곡선의 기울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유연한 
상품이며 해당 기간 곡선의 형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곡선이 
콘탱고에서 평탄화, 그리고 역조 상태로 변화하면

곡선 전체에 걸친 기간 차이의 가치 변화를 가져오며 그러한 
곡선의 스티프닝이나 평탄화 과정에서 CSO를 활용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CME Group은 원유, 천연가스 및 정제유 상품 전반에 걸쳐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CME는 
WTI-브렌트유 및  크랙 스프레드와 같은 상품 간 스프레드 옵션도 
제공합니다. 다음의 도표는 CME Group에너지 스프레드 옵션 
상품의 전체 목록입니다.

1 바슐리에, “스페큘레이션 이론(영어 번역판), 폴 쿠트너 저”, 리스크, 1월(2000), pp. 50-55.
포이트라스, “스프레드 옵션 및 브라운 운동 연산식,” Journal of Futures Markets, 18 (1998), pp. 487-517. 심코, “선물 스프레드 옵션: 헤징, 스페큘레이팅 및 
밸류에이션,” Journal of Futures Markets, 14, No. 2 (1994), pp. 183-213. 윌콕스, “에너지 선물과 옵션: 에너지 시장의 스프레드 옵션,” Goldman Sachs & Co., 
뉴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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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옵션 계약명 기초 선물 기간(달) 상품 코드 결제 방식
WTI 원유 1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1 7A 금융 결제
WTI 원유 2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2 7B 금융 결제
WTI 원유 3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3 7C 금융 결제
WTI 원유 6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6 7M 금융 결제
WTI 원유 12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12 7Z 금융 결제
WTI 원유 1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1 WA 실물 결제
WTI 원유 2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2 WB 실물 결제
WTI 원유 3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3 WC 실물 결제
WTI 원유 6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6 WM 실물 결제
WTI 원유 12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12 WZ 실물 결제

일일 WTI 원유 1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1 DNM 금융 결제
일일 WTI 원유 2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WTI 원유 2 DTM 금융 결제

브렌트 원유 1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1 AA 실물 결제
브렌트 원유 2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2 AB 실물 결제
브렌트 원유 3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3 AC 실물 결제
브렌트 원유 6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6 AM 실물 결제
브렌트 원유 12개월 현물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12 AZ 실물 결제
브렌트 원유 1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1 9C 금융 결제
브렌트 원유 2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2 9B 금융 결제
브렌트 원유 3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3 9D 금융 결제
브렌트 원유 6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6 9L 금융 결제
브렌트 원유 12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브렌트 원유 12 9Y 금융 결제

천연가스 1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1 G4 금융 결제
천연가스 2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2 G2 금융 결제
천연가스 3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3 G3 금융 결제
천연가스 5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5 G5 금융 결제
천연가스 6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6 G6 금융 결제
천연가스 12개월 금융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12 G7 금융 결제
천연가스 1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1 IA 실물 결제
천연가스 2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2 IB 실물 결제
천연가스 3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3 IC 실물 결제
천연가스 5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5 IE 실물 결제
천연가스 6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6 IM 실물 결제
천연가스 12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천연가스 12 IZ 실물 결제

저유황경유 1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경유 1 GXA 실물 결제
저유황경유 2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경유 2 GXB 실물 결제
저유황경유 3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경유 3 GXC 실물 결제
저유황경유 6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경유 6 GXM 실물 결제
저유황경유 12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경유 12 GXZ 실물 결제



에너지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옵션 계약명 기초 선물 기간(달) 상품 코드 결제 방식
뉴욕 항 ULSD(초저유황디젤) 1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ULSD 1 FA 실물 결제
뉴욕 항 ULSD 2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ULSD 2 FB 실물 결제
뉴욕 항 ULSD 3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ULSD 3 FC 실물 결제
뉴욕 항 ULSD 6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ULSD 6 FM 실물 결제
뉴욕 항 ULSD 12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ULSD 12 FZ 실물 결제

RBOB 휘발유 1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RBOB 휘발유 1 ZA 실물 결제
RBOB 휘발유 2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RBOB 휘발유 2 ZB 실물 결제
RBOB 휘발유 3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RBOB 휘발유 3 ZC 실물 결제
RBOB 휘발유 6개월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RBOB 휘발유 6 ZM 실물 결제

옵션 계약명 기초 선물 상품 코드 결제 방식
WTI-브렌트 원유  스프레드 옵션 WTI/브렌트 BV 금융 결제
저유황경유 브렌트 크랙 평균가격 옵션 경유/브렌트 3U 금융 결제
뉴욕 항 ULSD 크랙 스프레드 평균가격 옵션 ULSD/WTI 3W 금융 결제
뉴욕 항 ULSD 크랙 스프레드 옵션 ULSD/WTI CH 실물 결제
RBOB 휘발유 브렌트 크랙 스프레드 평균가격 옵션 휘발유/브렌트 RBC 금융 결제
RBOB 휘발유 크랙 스프레드 평균가격 옵션 RBOB/WTI 3Y 금융 결제
RBOB 휘발유 크랙 스프레드 옵션 RBOB/WTI RX 실물 결제

에너지 커모더티 간 캘린더 스프레드 옵션

CME Group은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지구본 로고,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및 Globex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NYMEX”)의 상표입니다.

선물과 옵션 거래는 모든 이에 적합하지 않으며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 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초기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에 담긴 
규칙 및 설명은 공식 CME, NYMEX 규칙이 우선권을 지니며 그에 예속됩니다. 일체의 계약 관련 내용은 항시 현행 규칙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 담긴 정보는 오로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CME Group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CME Group은 일체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CME Group이 수집한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투자설명서를 성립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구체적인 투자상품의 매매나, 일체의 특정 서비스 사용 자제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오로지 적격 상대방과 전문 투자자 고객만의 독점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인 고객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고객은 독립적인 재무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문서의 회람은 그에 따라 제한해야 합니다.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는 잉글랜드은행에 의해 인정받은 청산소(ROCH)입니다.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및 New York Mercantile Exchange는 영국 금융감독청에 의해 인정받은 해외 투자 거래소(ROIE)입니다.

CME Marketing Europe Limited 발행. CME Marketing Europe Limited(FRN: 220523)는 영국 금융감독청에 의해 승인되고 규제됩니다. PM1485KO/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