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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 스왑션 청산 
4월 11일에 첫 스왑션 거래 청산 - 강력한 시장 수요를 토대로 출범

스왑션 청산이 당사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본 효율성 극대화

ü 자발적 청산 기능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청산된 IRS 포트폴리오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ü CME 청산 IRS 포트폴리오에 스왑션을 추가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증거금 상쇄 가능

ü 당사의 청산 IRS, 유로달러, 국채 및 인도 가능 스왑 선물(DSF) 상품 간 포트폴리오 차원 증거금 제도

ü 양자 간 거래상대방 신용 리스크를 축소하고 신용한도 해소

ü 자본비율 향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최종 사용자에게 전이될 수 있는 자본 비용 절감 효과

John Dabbs, 프라임 파생상품 서비스 글로벌 수석, Credit Suisse 

"강화된 미청산 증거금 규정이 당사 고객에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Credit Suisse가 CME Group
에서 자발적 스왑션 청산을 촉진하게 돼 기쁘다. 
스왑션 청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사 고객들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청산 과정
에서 가장 큰 운영 및 자본 효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Alan Mittleman, 미주 지역 금리 거래 수석, RBS plc. 

"RBS plc는 당사 글로벌 고객에게 청산 스왑션
유동성을 제공하는 첫 은행 중 하나로 리더십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다. 특히 올해 말 출시될
미청산 파생상품의 추가 비용을 고려할 때, CME
스왑션 청산 솔루션을 이용해 양방 간 거래상
대방 익스포저를 축소하고자 하는 얼리 어답터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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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6 
리보 
 

청산 OTC IRS 스왑션 상품 범위 

초기 제공 상품: 

*규제 기관 승인 대기 중 
 

통화          유형 
 

년 결제 방법 
 

년(최대) 월 
 

스왑션 최대 만기 최종 결제 기초 지급 기한 

스왑션                                  최대 만기 최종 결제 기초 지급 기한 지수 

통화            유형                   년 
 

결제 방법 
 

년(최대) 월 
 

30 50 < 5 > 10 

USD  유럽식 

30 50 1 3 6 
유리보 
 

< 10 < 30 

EUR  유럽식 
실물 결제

미래 유로화 상품*: 

•     USD 바닐라 스왑션 
•     스트래들 포함, 단일 거래 또는 별도 지급인/수취인으로 청산 
•     미국달러화 표시 3개월 리보 바닐라 금리 스왑 목록 지원. 단 다음은 제외함: 
          •  복리, 선도 스왑, 스프레드 및 스텁(stub) 

• 스트래들 포함, 단일 거래 또는 별도 지급인/수취인으로 청산 
• 표준 행사가, 0-10년, 12년, 15년, 20년, 25년, 30년 포함 

지수 

< 5 

실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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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상품 특성 
 
•  스트래들(동일한 가격 및 만기 조건에 동시에 지급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지원하며 단일 거래로 청산 가능 
 

•  선불 프리미엄과 선물 프리미엄 모두 지원합니다. 
•  프리미엄은 스왑션 만기일 +1까지 미국달러화로 스팟 결제(T+1) 가능

•  현물 인도는 CME OTC 금리스왑 거래로 청산함 
•  효력일은 행사일 +2일임
•  기초 스왑의 거래일 및 청산일은 스왑션 행사일과 동일 

•  현행 워크플로와 마찬가지로 CME는 거래 청산 요정이 접수되는
 시점에 3개 확인 작업을 수행함

•  유효한 계좌 ID 필수 
•  거래는 반드시 신용한도 및 CME 리스크 필터를 통과해야 함 
•  반드시 지원 상품 특성 조건에 준해야 함 

•  행사 시, 기초 스왑 거래는 확인 절차(계좌, 신용 및 상품)를 우
회하며 자동으로 청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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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 개시증거금 적용법 

•  5일의 일괄청산 기간 중 99%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증거금 구성 

•  과거 시나리오는... 
•  과거 5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해 산출함 
•  제로 커브에서 관측된 모든 통화의 모든 과

거 지급 기한 전반에 걸쳐 동기화 
•  변동성 전망을 토대로 산출한 지수가중이

동평균(EWMA)을 기준으로 비례 적용 

•  현행 증거금은 모든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 변화(손실)의
 99.7% 수준임 

•  동성/집중도 모형은 개별 그릭문자(델타, 감마, 베가) 및 편향도 수
준에서의 유동성을 산출한 후 합산하여 포트폴리오 유동성 비용을
 산출하는 형태로 개선할 것임  

•  포트폴리오의 시간 가치 소멸을 캡처하여 스왑과 스왑션 간에 일
관된 모형을 생성할 계획임 

IRS(금리스왑)로 스왑션에 증거금을 적용할 때, CME는 현존하는 
과거 VaR 프레임을 활용하고 확대 적용함 
 

CME CORE 및 Margin API가 스왑션은 물론 IRS와 스왑션이 포
함된 포트폴리오의 개시증거금 산출 기능 지원 

적용법 
 

증거금 산출 도구 
 

과거 VaR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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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자본 효율적인 솔루션 
스왑션 및 스왑으로 구성된 8개 포트폴리오의 비용 절감 분석 

*    비용 절감 = 1 – 포트폴리오 증거금 / (스왑션 마진 + 스왑 마진). 
**   2015년 9월 기준 산출 결과물 이 값에는 거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 변동성에 따라 값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증거금 비용  
절감 효과* 

스왑을 이용해 헤지한 1Y5Y 매수 지급인 등가격 스왑션 델타 89% 

스왑을 이용해 헤지한 1Y5Y 매도 지급인 등가격 스왑션 델타 81% 

스왑을 이용해 헤지한 1Y5Y 매수 수취인 등가격 스왑션 델타 87% 

스왑을 이용해 헤지한 1Y5Y 매도 수취인 등가격 스왑션 델타 81% 

스왑을 이용해 헤지한 2Y30Y 매수 지급인 등가격 스왑션 델타 88% 

스왑을 이용해 헤지한 2Y30Y 매도 지급인 등가격 스왑션 델타 82% 

스왑을 이용해 헤지한 2Y30Y 매수 수취인 등가격 스왑션 델타 91% 

스왑을 이용해 헤지한 2Y30Y 매도 수취인 등가격 스왑션 델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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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 청구 워크플로 

고객 ED 

Affirmation
 Platform 

1 

2 3 

4 7 

청산회원(고객) 청산회원(ED) 

5a 

6 6 7 7 

5 

5a 

CME 
청산소 
 

상품 ⎫ 
계좌 ⎫ 
 

고객이 Executing Dealer(ED)를 통해 스왑션 행사 
 
 

1 

ED, 고객에게 스왑션 행사 알림 
 

2 

고객이 청산소 회원을 선택하고 스왑션 수용 
 

3 

Affirmation Platform매매 확인 플랫폼) 
에서 청산을 위해 매칭된 거래 내역을 CME에 전송 
 

4 

CME가 “DCM 승인 대기 중” 알림 
메시지를 Affirmation Platform에 전송 
 

5 

“청산 동의” 알림, 청산회원 고객 및 청산회원 E
D에 전송 
 

5a 

거래 당사자 양방 측 청산회원이 스왑션 승인 
 6 

CME가 청산 확인서를 청산회원(들)에 전송 
 

7 

CME가 “청산 완료” 알림을 Affirmation Platform 
에 전송하면 플랫폼에 거래 상태가 당사자들에
표시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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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 네팅(Netting) 정산 

스왑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산회원들은 특정 고객이나 자기자본 계좌(house account)가 총
액, 네팅, 총액 계좌 내 명시적 네팅 정산 적격 계좌인지 명시합니다. 
 

            Gross(총액 방식) - 거래 네팅 없음 

            명시적 상계 정산 

•  총 정산으로 지정된 계좌의 경우, 상계 정산할 개별 거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세스는 일괄처리가 가능하며 상계에 앞서 총 명목가 및 개별 차감 라인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Net - 오로지 거래 특성을 토대로 자동으로 적격 거래들을 상계합니다. 
 
 
CME에서 스왑션 상계가 가능하려면 다음의  
거래 특성이 동일해야 합니다. 

네팅 
옵션

네팅 
특성

•  포지션 계좌
•  명목가(잔액의 부분적 네팅 허용) 
•  방향성(기초 스왑의 지급인, 수령 또는 스트래들) 
•  행사 유형(유럽식) 
•  행사일

•  결제 유형(현물) 
•  기초 스왑 거래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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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의 현금흐름

변동 증거금 = 조정 NPV(종가) – 조정 NPV(전일 종가) 

PAI = -Adjusted NPV (전 영업일) x 최신 은행 간 일일금리 x (일/360) 

스왑션의 프리미엄(가격) 

요점

• 현금 흐름은 CME Group 청산 바닐라 IRS와 유사함

• 프리미엄의 NPV(순현재가치)가 스왑션의 NPV를 상계함

• 프리미엄은 스왑션 만기일 +1까지 스팟 결제(T+1) 가능 

CME 청산 스왑션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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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의 현금흐름 

예: 매수자와 매도자가 제1일에 5일 후 만기 되는 매우 깊은 내가격 스왑을 구조화한 후,
 매우 깊은 내가격 스왑을 행사한 경우(지급 기한 3개월) 

매도자 매도자 측 
일 자산 스왑션의 NP

V 
스왑의 NPV 프리미엄의 

NPV 
할인율 모든 자산의 N

PV 
VM 현금 지급금 순 현금흐름 

1 매도 스왑션 + 프리미엄 -956,000 960,000 0.96 4,000 4,000 0 4,000 
2 매도 스왑션 + 프리미엄 -972,000 970,000 0.97 -2,000 -6,000 0 -6,000 
3 매도 스왑션 + 프리미엄 -979,000 980,000 0.98 1,000 3,000 0 3,000 
4 매도 스왑션 + 프리미엄 -995,000 990,000 0.99 -5,000 -6,000 0 -6,000 
5 OTM(외가격) 스왑 -995,000 0 1.00 -995,000 -990,000 1,000,000 10,000 
6 OTM(외가격) 스왑 -995,000 -995,000 0 0 0 
... ... ... ... ... ... ... 
3M 후 -1 OTM(외가격) 스왑 -995,000 -995,000 0 0 0 
3M 후 0 0 995,000 -995,000 0 

* 
가정  만기 시점에  

 
프리미엄 발생 총계 5.000 

매수자 매수자 측 
일 자산 스왑션의 NP

V 
스왑의 NPV 프리미엄의 

NPV 
할인율 모든 자산의 N

PV 
VM 현금 지급금 순 현금흐름 

1 매수 스왑션 + 프리미엄 956,000 -960,000 0.96 -4,000 -4,000 0 -4,000 
2 스왑션 매수가 + 프리미엄 972,000 -970,000 0.97 2,000 6,000 0 6,000 
3 스왑션 매수가 + 프리미엄 979,000 -980,000 0.98 -1,000 -3,000 0 -3,000 
4 스왑션 매수가 + 프리미엄 995,000 -990,000 0.99 5,000 6,000 0 6,000 
5 ITM(내가격) Swap 995,000 0 1.00 995,000 990,000 -1,000,000 -10,000 
6 ITM(내가격) 스왑 995,000 995,000 0 0 
... ... ... ... ... ... ... 
3M 후 -1 ITM(내가격) 스왑 995,000 995,000 0 0 0 
3M 후  0 0 -995,000 995,000 0 

총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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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 행사 프로세스 

모든 거래에서 CME이 스왑션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함으로써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막힘없
는 행사와 양도 프로세스의 혜택을 얻음 
 

매수자는 오전 11시(ET)까지 스왑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기회가 있으며, CME Deal Management System 
(DMS)을 사용하거나 각 거래상대방에 전화하는 대신 API를 통해 거래 지시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가 오전 11시(ET) 마감 시한 전, 실시간으로 행사하면 매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립니다.  
• 매수자가 만기 시점 행사 의사를 지정하면 오전 11시(ET) 마감 시한 전까지 매도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양자 간 프로세스 CME 청산소 프로세스 

오전 11시(ET
) 전, 

거래 상대방
 양방 스왑션
 실행에 동의

매도자 
 

매수자 
 

매도자 
 

옵션 1 
미국동부표준시(ET) 
오전 11시 전, 매수자가
 스왑션 행사, CME DMS
 또는 플랫폼 사용(E&A 
API) 

매도자 상태 알림
실시간 수신

필요한 헤지 확보 
 

옵션 2 
오전 11시(ET) 전, 매
수자가 만기 시점 행사
 의사 지정, CME DMS
 또는 플랫폼 사용(E&A 
API) 
 

매도자 양도 
알림 수신, 
오전 11시(ET), 필요한 
헤지 확보 
 

CME 청산소

실시간 상태 알림 
 

오전 11시(ET) 만기
 시점에 알림

매수자 
 

STP 상태
 알림 
 

오전 11시(ET) 이후, 매수자가
 플랫폼을 통해 스왑션 실행

계약 내용에 따라 포지션 기록,
 필요한 헤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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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양도 방법 

CME E&A 고장 대치 절차: 
오전 11시(ET) 마감 시한까지 CME DMS 또는 API의 기능을 이용해 실행하지 않은 일체의 미결 포지션의
 경우,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협약에 따라 10bp ITM 임계값을 적용하여 오전 10시 50분(ET)의 밸
류에이션을 토대로 CME가 행사하거나 포기합니다. 

CME Deal Management System(DMS) 

• 고객, 딜러나 청산 회원사는 매수자 거래상대방을 대신하여 행사하거나 
DMS를 통해 매수 포지션을 직접 포기할 수 있음  
• 포지션은 내가격, 외가격에 상관없이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음 

• 실시간으로 실행하거나 해당 포지션의 행사나 포기 의사("즉시" 또는 
만기 시점에")를 입력하여 오전 11시(ET) 마감 시한에 맞춰 실행하도록
 예약 가능함 

CME API 

• 고객, 딜러나 청산 회원사는 CME API를 통해 매수 포지션을 직접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일체 플랫폼을 통해 CME 청산소와 연결하는 데 이 
API를 이용할 수 있음 

•  매매 확인 플랫폼, 
•  고객/실행 딜러의 내부 시스템 또는 
•  청산회원의 시스템 

• 실시간으로 실행하거나 API 메시지에 해당 포지션(들)의 행사나 포기 의사(
"즉시" 또는 만기 시점에")를 제출하여 오전 11시(ET) 마감 시한에 맞춰 실
행하도록 예약 가능함 

 DMS를 통한 실행 의사 지정 방법 

•   Immediate(즉시): 매수자는 UI에서 Exercise(행사) 또는  
   Abandon(포기)을 선택하고, 의사를 "Now"(지금)로 선택하고  
   "Submit Instruction"(지시서 제출)을 클릭함. CME가 실시간으로     
   해당 포지션을 행사/포기함 
•   At Expiration(만기 시점에): 매수자는 UI에서 Exercise(행사) 또는  
   Abandon(포기)을 선택하고, "Submit Instruction"(지시서 제출)을  
   클릭함. CME가 매수자의 지시서에 따라 마감 시점에 해당 포지션을  
   행사/포기함 
 

 API를 통한 행사 의사 지정 방법 

•    Immediate(즉시):  고객이 행사 또는 포기 지시서를 CME에 보냅니다.  
    메시지에 Intent = Immediate(의사 = 즉시) 표시. 
•   At Expiration(만기 시점에):  고객이 행사 또는 포기 지시서를 CME에  
   보냅니다.   메시지에 Intent = At Expiration(의지 = 만기 시점에) 표시.  
   CME가 매수자의 지시서에 따라 마감 시점에 해당 포지션을 행사/포기함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무료 제공, 모든 E&A 실행 포함 제삼자 매매 확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해당 플랫폼이 CME API를 
통한 E&A(행사 및 포기) 실행 기능을 지원하는지 꼭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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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시장 개장  
(일요일 오후 6시 ET) 

행사 창구 개시 
(오전 9시 ET) 

행사 창구  
종료 

(오전 9시 ET) 

IRS  
시장 종료

(금요일 오후 7시 ET) 

CME 고장  
대치 절차 

(오전 10시 50분 ET) 

일일 행사 기회(창구) 

오후 8시 ET 
(전일) 

•  CME가 API에 연결된 모든 플랫폼에 만기 된 모든 포지션에 대한 ‘옵션 만기 통지서’를 전송함 

오후 9시 ET •  매수자는 DMS나 API를 통해 포지션을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음 
•  CME는 무작위로 매도자를 지정하여 API를 통해 플랫폼과 CMF에 즉각 알림 통지(DMS에 업데이트된 상태)
를 전송함 

오전 10:50 ET •  매수자는 계속 DMS나 API를 통해 포지션을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음 
•  CME 고장 대치 절차:  행사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포지션("미결" 상태)의 경우, 
      CME는 오전 10시 50분(ET) 시점의 밸류에이션을 사용해 내(외)가격 상태를 결정하며 ISDA 협약에 따라 10b

p의 ITM 임계값을 적용함 
      (매수 포지션이 10bp 이상 내가격이면 행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포기)  

오전 11:00 ET •  일체의 잔여 포지션은 CME가 매수자가 전달한 의사 또는 CME가 결정한 오전 10시 50분(ET) 밸류에이션에
 따라 CME가 행사 또는 포기함 

•  CME는 무작위로 매도자를 지정하여 API를 통해 플랫폼과 CMF에 즉각 알림 통지(DMS에 업데이트된 상태)
를 전송함 

오후 8:00 ET •  거래 장부는 스왑션과 새 스왑의 상태를 표시하는 CMF FTP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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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E&A 모듈 – 매수 포지션 

•  당일 만기 되는 스왑션은 새 옵션 E&A 탭 안에 표시됩니다.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들은 매수 포지션을 직접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음 

•  명목 금액의 전체 또는 부분 행사나 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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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E&A 모듈 – 매도 포지션 

•  매수자가 오전 11시(ET) 마감 시한 전, 실시간으로 행사하면 매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립니다. 
•  매수자가 만기 시점 행사 의사를 지정하면 오전 11시(ET) 마감 시한 전까지 매도자에게 알리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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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 밸류에이션 기법 

CME 결제 방법 
 
•   스왑션 상품에 참여하는 청산회원들은 반드시 가격 모형에 투입할 기본 입력 자료로 일일 변동성 큐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할 데이터에는 정규/로그 정규 변동성, DV01, 가격 및 선도 계약이 포함됩니다 
•   CME는 제출된 가격을 토대로 가격 매개 변수를 보정합니다. 보정 프로세스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  CME 변동성 큐브 
•  CME 스왑션 가격 및 연금(annuity)값 
•  딜러 제출 자료 전반에 걸친 평균 편차 및 표준편차 

USD 옵션의 일과 종료 결제 프로세스

CME는 종합 변동성 
큐브를 오후 5시 45분 

(ET)에 발표함

일일 자료 제출 시
간은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ET)까지임

CME 결제 프로세스는 오후 5
시~5시 45분(ET) 사이에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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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포 

CME는 스왑션 결제 데이터의 부분집합을 보고할 것임 
 
• CME 웹사이트: ATM(등가격) 행사 한정 
• 공유 FTP 폴더: ATM 행사가 및 그 외 +/- 25- 200bp 사이의 증분 행사가 
 

웹사이트 
 

공유 FTP 

포함 데이터 옵션 가격 제한적 CME 종합 데이터 

표시 행사가 ATM 한정 +/- 0, 25, 50, 100, 200 

만기 1M, 3M, 6M, 1Y, 2Y 1M, 3M, 6M, 1Y, 2Y 

지급 기한 1Y, 2Y, 5Y, 10Y, 15Y, 20Y, 30Y 1Y, 2Y, 5Y, 10Y, 15Y, 20Y, 3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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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 Manager: 옵션 밸류에이션(SWPM-OV) 
SWPM-OV 페이지에서 C
ME 증거금 산출 가능 

USD 스왑션 
 
1.  Delivery의 드롭다운

 목록을 열고 청산(현
물)을 선택하고 <GO
>를 누릅니다 

 
2.  underlying 옆에 있는 “

+”를 선택해 기초 스왑
 정보 열람 가능 
 

3.  저장하려면 SAVE 탭
을 누릅니다.  #32 <GO
> 

4.  CCP #38 <GO> 드
롭다운 목록을 열고 
CME CORE를 선
택합니다 
 

3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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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CORE 증거금 계산기 
CME CORE를 CCP로 선택하면 다음 화면이 CME의 개시증거금
을 미국달러화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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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CORE 증거금 계산기 
사용자는 Display Currency(통화 표시) 드롭다운 목록을 선택해 개시증거금을
 다른 통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달러화 및 선택한 통화가 적용한 환
율과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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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 마진 효율성 
•  CME CORE를 통해 복수 거래 스왑션 포트폴리오의 마진, 그리고 스왑션 및 스왑의 포

트폴리오 차원 마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www.cmegroup.com/core 

•  스왑션을 청산 금리 스왑과 상계함으로써 최대 91%의 증거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스왑션 또한 CME 유로달러, 국채 및 인도 가능 스왑 선물과 포트폴리오 차원의 증
거금 상계가 가능합니다. 

•  특정 스왑션 및 델타 헤지로 사용된 스왑의 지급 기한별 증거금 산출 결과를 표시하는 
스왑션 마진 매트릭스를 CME CORE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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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GO>의 스왑션 마진 효율성 

1.  해당 거래를 선택해 
포트폴리오 마진 분석
을 실시합니다 

2.  9) Calculate(산출)  
      선택합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의 증거금을
 평가하려면 MARS CCP<GO
>에 들어갑니다. 

1 

3.  마진 상계금 딜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포트폴리오 상계 개시증거금 = 390K(1,827K + 280K의 개별 개시증거금 가치 대비)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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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추가 정보 문의: 
 
Deepa Josyula 

•  +1 212 299 2368 
•   deepa.josyula@cmegroup.com 

Liam Smith 
•  +1 312 207 2538 
•   liam.smith@cmegroup.com 

Shawn Creighton 
•  +1 312 634 8812 
•   shawn.creighton@cmegroup.com 

Phil Hermon 
•  +44 203 379 3983 
•   phil.hermon@cmegroup.com 

Harry Yeo 
•  +65 6593 5581 
•   harry.yeo@cmegroup.com 

뉴욕: 

시카고: 

런던: 

싱가포르: 

Stephanie Hicks 
•  +44 203 379 3867 
•   Stephanie.hicks@cme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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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
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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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금융 관련 자문의 제공,	거래 플랫폼의 구축,	예치금의 활용 또
는 수취,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 정보는 개개인의 목
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
랍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그룹이나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
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E그룹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CME그룹은 해당 정보 또는 제공되는 하이퍼링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
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	CME그룹은 어떠한 제3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
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	승인,	보장이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CME그룹 및 “芝商所”	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Chicago	Mercan=le	Exchange는	Chicago	Merca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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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MEX는	New	York	Mercan=le	Exchange,	Inc.	(‘NYMEX’)의 상표입니다.	이들 상표는 그 소유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 수정,	복제,	검색시스템에 저장,	전송
,	복사,	배포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Dow	Jones는	Dow	Jones	Company,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문에서 규정 및 상품명세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NYMEX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CME와	CBOT	및	NYMEX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공인시장운영자(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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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8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
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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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E Group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
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	2016	CME그룹 및 芝商所.	모든 권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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