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고지 

선물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은 레버리지 투자 상품으로 계약 금액의 일부만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에 대한 당초 예치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해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금으로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 거래마다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거래에는 자금의 일부만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모든 옵션은 선물옵션을 의미합니다.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르며, 美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의 섹션 1(a)12의 

정의에 따른 적격참가자(ECP)인 투자자만이 실행해야 합니다. 스왑은 레버리지 투자 상품으로 계약 금액의 일부만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에 대한 당초 예치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해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금으로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 거래마다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거래에는 자금의 일부만을 투자해야 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의 연구 결과는 작성자 개인의 의사이며, CME 그룹 및 자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CMEGroup은 CME Group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지구본 모양의 로고, CME, Globex,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의 등록상표입니다. CBOT와 The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ClearPort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COMEX는 Commodity Exchang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KCBOT, KCBT, Kansas City Board of Trade는 The Board of Trade of Kansas 

City, Missouri,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의 정보는 CME 그룹이 일반적인 목적만으로 수집한 것입니다. CME 그룹은 오류 및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본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예는 오직 설명을 돕기 위해 가정한 것으로서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의 규정 및 계약명세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공식적인 거래소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공식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한 모든 상황은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Copyright © 2014 CME Group. 모든 권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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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유, 천연가스 선물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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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란 바니스터(Alan Bannister) – CME 그룹, 에너지부문 상무이사 

http://www.cmegroup.com/ko/


CME 그룹의 주요 상장 에너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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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EX는 2008년 CME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원유 정제유 천연가스 

WTI (CL) 
북미 벤치마크 

 

브렌트유 (BZ) 
유럽 벤치마크 

 

DME 오만 (OQD) 

중동/아시아 벤치마크  

디젤 (HO) 
뉴욕 초저황 디젤(ULSD) 

벤치마크 

 

가솔린 (RB) 
뉴욕 RBOB 가솔린 

벤치마크 

가스 (NG) 
US 헨리 허브 천연가스 

벤치마크 

 

 



CME 그룹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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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시장에 거의 24시간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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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미국의 거래시간에 대부분의 

거래가 일어나지만, 하루 종일 

충분한 거래량이 발생. 

일부 아시아 트레이더들은 유럽 및 미국의 

참여자들을 통한 유동성의 혜택을 받고자 

오후 및 저녁시간에의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시간별 평균 총 규모 - 모든 시간 - 2014년 9월 시간별 평균 총 규모 - 연장된 트레이딩 시간 - 2014년 9월 



선물시장이란 무엇인가? 

매입자 매도자 

CL 
계약 

2015. 1월물 



선물시장이란 무엇인가? 

선도 곡선 



선물시장이란 무엇인가? 

CL  
계약 

만일 선물 시장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험을 감수할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취하는 

위험수준이 여러분의 재무적 상황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 방식과 상관없이 각 시장 

참여자들이 선물 시장을 사업하기 

효율적인 장소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기거래자: 수익을 

내기 위하여 위험을 

받아들임 

헤지거래자:  

시장을 활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줄이며,  제거함 

누가 선물상품을 거래하는가? 



CME 그룹/NYMEX WTI 선물 

WTI: 서부 텍사스 중질유 

• 계약 코드: CL 

• 저유황경질유 

• 여러 스트림이 혼합 

• 매우 활발한 거래 

• 북미 지역 벤치마크 

오클라호마 쿠싱 

• 핵심 환적 포인트 

• 정유사 및 공급업체에게 손쉬운 

접근성 

• 수 십개 파이프라인 (IN/OUT) 

• 걸프만과 직접 연결 



북미지역 원유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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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싱 

미국 정유 역량 1/3 

이상이 걸프만 지역에 

위치 

걸프만 정유업체는 

쿠싱(파이프라인) 혹은 

서아프라카/남미(선박)에서 원유 

매입 가능 



CME 그룹 WTI – 장기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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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WTI –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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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WTI – 10일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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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NYMEX 브렌트유 선물 

브렌트유 

•계약 코드: BZ 

•북해 경질유 

•유럽 벤치마크 

•유럽과 아시아에서 직접적으로 

가격의 영향을 받음 

•만기일이 되면 ICE 브렌트유 

인덱스를 기준으로 결제 

 



브렌트유 금융 선물 – 일일 평균 거래량/미결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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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의 브렌트유 계약은 2013년부터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음. 



거래 편의성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CME 브렌트유의 규모는 왜 이토록 빠른 성장을 보이는가?  

 

시장 통합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트레이더들이 더 나은 

가격을 확인하고 그리고/또는 각 가격 수준에서 더 많은 

볼륨을 확인할 수 있음. 

시장 통합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트레이더들이 더 나은 

가격을 확인하고 그리고/또는 각 가격 수준에서 더 많은 

볼륨을 확인할 수 있음. 

 

거래 편의성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거래비용  스크린 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거래비용  스크린 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CME 브렌트유의 거래량은 왜 

이토록 빠른 성장을 보이는가?  

 



시장 통합  거래량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 더 

나은 가격 및/또는 각 가격대별 더 많은 거래량을 

누리게 됨. 

시장 통합  거래량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 더 

나은 가격 및/또는 각 가격대별 더 많은 거래량을 

누리게 됨. 

거래 편의성  시스템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거래 비용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거래 비용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CME 브렌트유의 거래량은 왜 이토록 빠른 성장을 보이는가?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거래 편의성  시스템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시장 통합  거래량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 더 

나은 가격 및/또는 각 가격대별 더 많은 거래량을 

누리게 됨. 

시장 통합  거래량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 더 

나은 가격 및/또는 각 가격대별 더 많은 거래량을 

누리게 됨. 

거래 편의성  시스템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거래 비용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거래 비용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CME 브렌트유의 거래량은 왜 이토록 빠른 성장을 보이는가?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거래 편의성  시스템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시장 통합  거래량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 더 

나은 가격 및/또는 각 가격대별 더 많은 거래량을 

누리게 됨. 

시장 통합  거래량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 더 

나은 가격 및/또는 각 가격대별 더 많은 거래량을 

누리게 됨. 

거래 편의성  시스템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거래 비용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거래 비용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CME 브렌트유의 거래량은 왜 이토록 빠른 성장을 보이는가?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거래 편의성  시스템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시장 통합  거래량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 더 

나은 가격 및/또는 각 가격대별 더 많은 거래량을 

누리게 됨. 

시장 통합  거래량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ICE와 CME 브렌트유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 더 

나은 가격 및/또는 각 가격대별 더 많은 거래량을 

누리게 됨. 

거래 편의성  시스템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거래 비용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거래 비용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없음. 

CME 브렌트유의 거래량은 왜 이토록 빠른 성장을 보이는가?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증거금 비용  다른 CME/DME 상품에 대한 스프레드시 증거금을 

크게 아낄 수 있음. 

거래 편의성  시스템 내부 엔진 덕분에 상품간 스프레드가 

간단해짐. 



CME 그룹 브렌트유 –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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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브렌트 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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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브렌트유 – 2014년 10월 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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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 거래 및 증거금 절약 

 

스프레드 A* - 증거금 상쇄 없음 

ICE Brent, NYMEX RBOB, NYMEX ULSD 

필요 증거금 

3 ICE 브렌트:   $9,000 

2 NYMEX RBOB:   $7,400 

1 NYMEX ULSD:   $3,475 

총 증거금  $19,875 

증거금 교차 산정 혜택 없음 

*2014년 11월 4일 기준 www.cmegroup.com와 www.theice.com 에서 

증거금 정보 수집 

스프레드 B** - NYMEX Brent, NYMEX RBOB,  

NYMEX ULSD에 대한 개시 증거금 상쇄는 각각 

65%, 70%, 55%. 

필요 증거금 

3 NYMEX 브렌트: $3,570 

2 NYMEX RBOB: $2,200 

1 NYMEX ULSD: $1,564 

총 증거금  $7,354 

증거금교차 상쇄로 비용 절감 

**2014년 11월 4일 기준 CME SPAN에서 증거금 상쇄  정보 수집 

공통 스프레드 

원유 스프레드 코드 

 

WTI 대 브렌트유  (CLBZ) 

브렌트유 대 오만유  (BZOQD) 

정유 스프레드  코드 

 

RBOB 대 브렌트 크랙  (RBBZ) 

난방유 대 브렌트 크랙  (HOBZ) 

난방유 대 WTI 크랙  (HOCL) 

RBOB 대 WTI 크랙  (RBCL) 

RBOB 대 난방유   (RBHO) 



CME 그룹 WTI vs 브렌트유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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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NYMEX에 상장된 정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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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항 초저유황디젤(ULSD) 선물 

•계약 코드: HO 

•초저유황 디젤 (공식적으로 “난방유”로 

알려져 있음) 

•아시아/유럽에서 가스오일(Gasoil)로 

알려져 있음 

•항공기 연료의 헤지 대안으로 사용되며, 

제트 등유와 비슷함 

뉴욕항 RBOB 가솔린 선물 

• 계약 코드: RB 

• 산소제 혼합을 위하여 재규격화한 혼합유 

• 1 배럴의 원유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 

 

• 뉴욕 하버 RBOB 가솔린 선물 (계약 코드 RB) 

• 물리적 상품은 산소화한 블렌딩을 위해 블랜드스톡을 재규격화 한 상품이다. 

가솔린 또는 페트롤로 알려져 있으며, 1배럴의 원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이 제품이 선박에 의해 수송되기 때문에(뉴욕항구에 배송), 이러한 제품의 전 세계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격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광범위하게 유지된다. 

 

 



ULSD와 RBOB 가격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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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D와 RBOB 12개월간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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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 스프레드 

크랙 스프레드:  1 배럴의 원유와 1 배럴의 정제 제품간의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정제 “크래킹”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가솔린, 디젤 등 가치가 높은 

상품에 대한 크랙 스프레드는 

포지티브(정유사가 수익을 냄)이지만 

중유와 같은 부산물의 경우 네거티브일 

가능성이 높다. 

3-2-1 크랙 스프레드 

≈ 3 

원유 

2 

가솔린 

1 

디젤 
+ 

페트롤륨 가스 

가솔린 (페트롤) 

등유 

디젤 

산업용 연료 

윤활유, 파라핀 왁스, 

아스팔트 



브렌트유 크랙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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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 크랙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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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 

 

펀더멘털 가스 트레이더들은 전년 

천연가스 재고량과 현재의 재고량을 

비교함. 현재의 재고량이 지난 5년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수요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단기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음. 

 

헨리 허브 천연 가스 
•계약 코드: NG 

•루이지애나 에라쓰 유통 허브 

•미국 대부분에서 중심적인 준거 가격 

•헨리 허브와 다른 허브 사이에 활발한 

“베이시스” 시장 

•점차 아시아 LNG 계약이 헨리허브를 

기준으로 가격 설정 

 

미국 천연가스 인벤토리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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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0년부터 미국 “셰일 가스” 혁명에 따라 낮은 가격이 지속됨.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성장률 

증가. 



헨리 허브 천연 가스 – 2013년 10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수요와 날씨가 천연가스 계약 가격에 영향을 끼침. 

2014년 1~2월은 북미 지역 혹한에 따라 난방 및 발전용 가스 사용이 증가함. 

여름철 거래 급증은 기온 상승에 따라 에어컨 전력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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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허브 천연가스 – 2014년 10월 

헨리 허브는 원유와 상호 연관성이 높지 않으며, 헨리허브만의 기본적인 가격결정요인과 

추세를 보유하기 때문에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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