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 CME Group. All rights reserved.



미 국채 울트라 10년물 선물 및 옵션
고객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거하여 2016년 1월 11일출시

ü 원 10년물국채중잔존만기 9년 5개월이상 10년까지의 (즉,�당월발행분,�전월분,전전월분
10년물국채)�국채를실물인도

ü 2016년 3월물,�2016년 6월,�2016년 9월물부터시작하여분기월물세개씩상장

ü 10년물국채현물포지션에대한최근사치상품제공과함께 10년물국채의최근 3개월발행분을 인도적
격실물로하는CBOT�국채선물의전통적인인도가능바스켓구조를유지

ü 기존지표채권에새로운스프레드와수익률곡선거래기회를제공하는,�고도로보완적인 자본효
율적상품

ü 출시와함께기존금리선물상품에대한증거금자동상쇄실시및출시후곧바로스왑및선물 상품에
대하여도포트폴리오교차증거금산정대상이될예정

미 국채 울트라 10년물 상품 개요

자본의 제약 때문에 현물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채수익
률 곡선상의 10년만기지점에근접하는선물및옵션상품에대한고객의강
력한 요구가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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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현물 대비 국채 선물 거래 사상 최고 수준

75% 77%

출처 :��현물거래량은NYFRB�발표,�국채전문딜러통계만포함

일평균
명목대금
(십억달러)

시장참가자들이국채선물의풍부한유동성과비교할수없는효율성때문에현물시장에서 거래를
옮겨오고있습니다

전체 미국 국채 현물시장 대비 CME�Group국채선물 비중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상의 국채 선물 상품

2�년물국채선물 3�년물국채선물 5�년물국채선물 10년물

국채선물

울트라 10년물

국채선물

장기국채선물 초장기국채선물

계약당금액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인도적격만기 발행시만기5- 발행시만기5- 발행시만기5- 발행시만기 발행시만기 잔존만기15�년 잔존만기25�년
1/4�년이하 1/4�년이하 1/4�년이하 10�년이하 10�년이하 이상25년이하 이상장기국채

중기국채중 중기국채중 중기국채중 중기국채중 중기국채중 장기국채

잔존만기2�년 잔존만기3�년 잔존만기4�년 잔존만기6�년 잔존만기9�년

이내, 1년9개월 이내, 2년9개월 2�개월이상 6�개월이상 5�개월이상

이상 이상

현재 CTD만기 1�년9�개월 2년9개월 4년2개월 6년6개월 9년5개월 20년3개월 25년

호가단위 1/32�의1/4
($15.625)

1/32�의1/4
($15.625)

1/32�의1/4
($7.8125)

1/32�의½
($15.625)

1/32�의½
($15.625)

1/32 ($31.25) 1/32 ($31.25)

GLOBEX티커

Bloomberg
코드

ZT

TU

Z3

3Y

ZF

FV

ZN

TY

TN

UXY

ZB

US

UL

WN

울트라 10년물국채선물및옵션은기존의미국채선물및옵션상품군을더욱강화하면서시장참가자로하여금미국채 수익률곡
선상의 10년만기지점에대한더욱정밀한포지션구성을가능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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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T에상장될예정임.



시장참가자들이 울트라 10년물 계약을 원하는 이유

10년물 지표채권에 대한 접근성 증대

• 10년만기포지션구성에선물및옵션이효율적인방법제공

현물-선물 스프레드 개선

• CTD�(인도가능최저가현물)이모든수익률곡선상황하에서 10년물국채의가장 근접
한근사치제공.
• 10년물국채와현물및스왑시장을대응시킬경우에훨씬더긴듀레이션가능

국채 수익률곡선 거래 강화

• 2:10,�5:10,�7:10�및 10:20�등전략구사시울트라 10년물선물을거래의다른 일방
으로구성하여유동성이풍부한국채선물수익률곡선거래가능
• 10년물을일방으로요구하는국채선물버터플라이전략거래의새로운기회제공

여타 국채 대비 상대가치 거래 기회

•듀레이션이대다수G10국가및신흥시장국가의지표국채들과근접하여져서여러 국가의
국채포지션간상대가치를이용한거래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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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능 바스켓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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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에서는 2월, 5월, 8월, 11월의 분기 주기로 새로운 10년물 중기국채를 발행
Ø해당지표채권의발행경매에이어다음달과그다음달,�두달연속하여해당발행월물의
채권을추가경매실시

Ø예를들면,�새 10년물국채 $240억어치를 8월 12일에경매실시한경우,�9월 9일 $210억 어치를추
가경매하고 10월 7일또다시$210억어치를추가판매하여해당지표채권의액면 기준총발행분은
$660�어치가됨

Ø이경매의공고와경매결과는미국재무부의다음사이트에서이용가능함:
https://www.treasurydirect.gov/instit/annceresult/press/press_secannpr.htm

현행 발행 추세로는 모든 국채 선물 상품 중에서 울트라 10년물 국채 선물이 선물가
격에 가장 근접한 최저가현물인도가격을 가짐*

Ø이상품의인도는가장최근의 3개월중에발행된 10년물중하나로이루어지며,�현재총액은
액면기준$1,770억임.

Ø현재의시장상황하에서는최저가현물CTD는 “전-전월발행”�10년물국채로서액면기준
$660억규모로서CBOT�국채선물계약의인도대상증권중가장큰규모의증권이됨

Ø미국채증권의잠정경매일정은미국재무부의다음사이트에서이용가능함:�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quarterly-
refunding/Documents/auctions.pdf

*�현재의 10년물금리 6%�이하인미국국채발행금액을기준

https://www.treasurydirect.gov/instit/annceresult/press/press_secannpr.htm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quarterly-refunding/Documents/auctions.pdf


모든 미국 국채 선물 상품 중 최대규모의 최저가인도 적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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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능 증권(CUSIP)��
규모 잔존만기

$660억 9�년 5개월

$660억 9�년 8개월

$240억 9년11개월

인도가능 증권(CUSIP)��
규모

잔존만기

$660억 9�년 5개월

$660억 9�년 8개월

$450억 9년11개월

3월 1일~14일 중 인도일 $1,560억 3월 15일 ~31일 중 인도일 $1,770억

2016년 3월물 (H6) 계약에 대한 예상 인도적격증권 공급량**

**�10년물을 6%�미만금리로발행한현재의미국국채발행금액기준

경매 만기일 CUSIP 발행 인도 적격
일정 규모 H6 M6 U6 Z6

05/15/2015 05/15/2025 912828XB1 $660억
08/17/2015 08/15/2025 912828K74 $660억 √
11/16/2015 11/15/2025 912828M56 $660억 √ √
2016.2월 02/15/2026 TBD √ √ √
2016.5월 05/15/2026 TBD √ √ √
2016.8월 08/15/2026 TBD √ √
2016.11월 11/15/2026 TBD √

국채 경매 일정 및 예상 인도가능 바스켓

* 2015. 1. 15일현재



선물 계약 명세

주:�이계약들은CFTC의계약조건에대한확인절차를거치고관련규제검토기간을경과한후CBOT의 규정에
따라서CBOT에상장될예정임. 8© 2015 CME Group. All rights reserved.

미 국채 울트라 10년물선물
CME�Group티커 • TN
블룸버그코드 • UXY
인도일 • 3,�6,�9,�12월분기주기의최근월물3개
인도 등급 • 선물인도월초일로부터잔존만기9년 5개월이상 10년이하인 10년물국채원발행 증권
가격 표시 • 포인트및분수포인트,�100�포인트를파로함
계약 단위 • 포인트당$1,000�(계약당$100,000)

최소 호가 단위 • 1/32�포인트의½($15.625)
• 스프레드거래는1/32�포인트의1/4($7.8125)

최종 거래일 • 인도월최종영업일이전제7영업일
• 만료되는계약의거래는시카고시간으로최종거래일의오후12:01�에 종료됨.

최종 인도일 • 인도월최종영업일
인도 방법 • 연방준비은행계좌간전자대체시스템
거래 시간 • CME�Globex�전산매매 :�오후 5:00�~�오후 4:00,�일요일 - 금요일

• 만료되는선물의거래는중부시간으로최종거래일오후12:01�에 종료됨

매매체결원칙 • 아웃라이트 :�선입선출(F)
• 캘린더스프레드 :�80%�안분비례배분,�20%�선입선출 (K)

대량매매 요건
• 정규매매시간 :�3,500계약이상
• 유럽매매시간 :�1,750계약이상
• 아시아매매시간 :�875계약이상



옵션 계약 명세

주:�이계약들은CFTC의계약조건에대한확인절차를거치고관련규제검토기간을경과한후CBOT의
규정에따라서CBOT에상장될예정임. 9© 2015 CME Group. All rights reserved.

미 국채 울트라 10년물 옵션
CME�Group심볼 • CME�Globex�전산매매 :OTN

• 플로어매매 :OTN
블룸버그코드 • UXY

상장 • 최소4개연속월물 (연속 3개월물및분기주기1개월물)��및 3,�6,�9,�12월분기주기의이후2개 월물

기초 계약 • 분기옵션 :�상응하는울트라10년물선물분기월물
• 시리얼옵션 :�분기월물 외의울트라10년물선물
• 주간옵션 : 울트라 10년물 선물 분기월물에 대한 처음 3개 비표준 주간 만기물

최소 호가 단위 • 1포인트의 1/64�(계약당$15.625)
• 캐비닛거래에한하여최소호가단위를$1.00�~�$15.00까지,�$1.00�단위로허용

행사 가격 구간 • 행사가격은1포인트의½�단위로상장될예정임.�행사가격최소범위는현재의선물가격에가장근접한등가격 행사가격
및상하각50개행사가격까지임.

최종 거래일 • 옵션만기월이전월최종영업일로부터최소한2영업일이전의최종금요일
• 만료되는옵션의거래는상응하는선물계약의CME�Globex�정규매매시간종료와함께 종료함.

행사 • 미국식 :�행사일중부표준시기준오후6시까지CME�Clearing�에통지함으로써행사가능함.�내가격으로 만료되는옵
션은CME�Clearing에별도의요청이없는한중부시간으로오후6시가지나면자동으로선물 포지션으로행사됨.�고
객의요청에의하든자동으로행사되든,�옵션의행사는중부시간오후2시의해당기초 선물계약의일별결제가격에의
하여결정됨.

매매 시간 • CME�Globex�전산매매 :�오후 5:00�~�익일오후 4:00, 일요일-금요일
• 플로어매매 :�오전 7:20�~�오후 2:00,월요일-금요일

대량매매요건
• 정규매매시간 :�7,500계약이상
• 유럽매매시간 :�3,750계약이상
• 아시아매매시간:�1,875계약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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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최신 정보는 언제나 다음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cmegroup.com/ultra10

데드 캐레이
시카고 사무소
Ted.carey@cmegroup.com
+1�312�930 8554

제레미 라오
뉴욕 사무소
Jeremy.lao@cmegroup.com
+1�212�299 2165

마크 로저슨
런던 사무소
Mark.rogerson@cmegroup.com
+44�203�3793795

라비 판디트
싱가포르 사무소
Ravi.pandit@cmegroup.com
+65�6593 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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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및스왑거래는모든투자자에게적합한것은아니며원금손실의위험이따릅니다. 선물및스왑은레버리지를이용하는투자이며계약금액의일정비율만으로도거래가가능하기
때문에선물및스왑포지션에예치된증거금이상의손실을입을수도있습니다. 따라서거래시손해를보더라도타격을입지않을정도의자금만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거래에서수익을기대할수는없으므로한번의거래에는이러한자금중일부만을투자하는것이좋습니다.

본자료상의모든정보및기타자료들을금융상품에대한매수/매도의제안이나권유, 금융관련자문의제공, 거래플랫폼의구축, 예치금의활용또는수취, 관할권과유형을막론한
다른어떠한것이든지금융상품또는금융서비스의제공을위한것으로받아들여져서는안됩니다. 본자료상의정보는정보전달의목적으로만제공되며자문을제공하고자하는
목적이아닐뿐더러자문으로받아들여져서도안됩니다. 본정보는개개인의목표, 재정적여건또는필요를고려하지않았습니다. 본자료에따라행동을취하거나이에의존하기에
앞서적절한전문가의조언을구하시기바랍니다.

본자료상의정보는있는그대로받아들여져야하며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그내용에대하여어떠한종류의보증도하지않습니다. CME Group은 어떠한오류나누락에대하여도아무
런 책임을지지않습니다.

본자료는 CME Group이나또는그임직원, 또는대리인에의하여고안되거나확인또는검증되지않은정보를포함하거나해당정보에대한링크를제공할수있습니다. CMEGroup은
해당 정보에대해어떠한책임도지지않으며, 정보의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하지않습니다. CME Group은 해당정보또는제공되는하이퍼링크가제3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음을
보장하지않습니다. 본자료가외부웹사이트로의링크를포함하고있을경우라도, CME Group은 어떠한제3자또는그들이제공하는서비스및상품에대하여도지지또는권고, 승인,  
보증이나소개를하는것이아닙니다.

CME Group및 “芝商所” 는 CME Group Inc.의상표입니다. Globex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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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NYMEX’)의상표입니다.  이들상표는그소유권자의서면승인없이수정, 복제, 검색시스템에저장, 전송, 복사, 배포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Dow Jones는 Dow Jones Company, Inc.의상표입니다. 그외의모든상표는각해당소유자의자산입니다.

본문에서규정및상품명세에대해언급한모든내용은 CME, CBOT, NYMEX의공식규정에따른것이며이공식규정은본문내용에우선합니다. 계약명세와관련한모든경우에
있어서현행규정을참고해야합니다.

CME와 CBOT 및 NYMEX는각각싱가포르에서 Recognized Market Operator (공인시장운영자)로등록되어있으며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Automated Trading Service (  
자동매매서비스) 제공자로승인을받았습니다. 뿐만아니라본자료상의정보는일본법률제25호금융상품거래법(1948년, 개정)에의한어떠한해외금융상품시장에대한직접적인 접
근이나또는해외금융상품시장거래에대한청산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간주할수없습니다. CME Europe Limited는홍콩, 싱가포르, 일본등아시아의어떤관할권에서도어떠한 유
형의금융서비스도제공자로서, 또는제공할수있을것으로간주될만한, 등록이나허가를받지않았습니다. CME Group산하의어떤기관도중화인민공화국또는대만의어떠한 금융
서비스에대하여도이를제공하거나제공할수있을것으로간주될만한등록이나허가를받지않았습니다. 본자료는한국및호주에서각각자본시장법제9조 5항및 2001년 기업법
(C)와그관련규정상의정의에의한 “전문투자자”에의배포를위한것으로서그에따라배포가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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