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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 

CME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평균 거래량, 2016년 9월 기준 631,000 계약으로 2015년 

9월 대비 9% 상승 

2016년 10월 10일, 싱가포르 - 전 세계적으로 규모와 다양성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는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금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16년 9월 

일평균 거래량(ADV)이 2015년 9월 대비 9% 상승한 631,000 계약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원자재 상품군의 호조에 기인했는데, 특히 에너지 ADV는 전년 대비 108%, 금속 ADV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CME 그룹의 2016년 9월 

옵션 거래량은 일평균 28,000 계약으로 2015년 9월 대비 1% 상승했다. 

CME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16년 3분기 ADV는 598,000계약으로 2015년 3분기 

대비 2%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에너지(108%)와 금속(45%) 부문의 거래량 성장세에 

힘입은 바 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록된 거래량 호조세, 특히 원자재 상품의 강세는 시장 

참여자들이 깊이, 풍부한 유동성, 안전한 규제 장치를 보유한 우리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파생상품을 글로벌 리스크 관리 도구로써 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라고 CME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국장 크리스토퍼 픽스 이사가 말했다.  "우리는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며, 고객들의 헷징 및 거래 니즈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CME 그룹의 2016년 9월 일평균 거래량(ADV)은 15백만 계약을 기록하며 

2015년 9월 대비 6% 상승했다.   CME 그룹의 2016년 9월 옵션 거래량은 일평균 2.9백만 

계약으로 2015년 9월 대비 9% 증가했으며, 특히 전자 거래 옵션이 일평균 1.7백만 계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하는 강세를 나타냈다. 2016년 3분기 일평균 거래량은 14.3백만 계약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2015년 9월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 CME 그룹의 2016년 초부터 9월 

현재까지의 일평균 거래량은 15.4백만 계약으로 8% 증가했다. 2016년 3분기 말의 전체 

미결제약정 수는 103백만 계약으로 2015년 말 대비 12% 증가했다. 이번 3분기 동안 CME 

그룹의 미결제약정 수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고점은 2016년 9월 15일에 기록한 

111.2백만 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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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소개 

 

규모와 다양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CME 파생상품시장(www.cmegroup.com)은 

전 세계 참여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CME 그룹 거래소는 모든 주요 자산군에 

대해 가장 다양한 글로벌 벤치마크 상품을 제공하며, 이러한 자산군에는 금리, 주가지수, 환율, 에너지, 

농산물, 금속 등이 포함됩니다.CME 그룹은 전자 거래 플랫폼인 CME Globex®및 시카고, 뉴욕, 런던 

거래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CME 그룹은 거래소 및 

장외 파생상품의 다양한 자산군 전반에 걸쳐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CME 청산소 와 CME 유럽 

청산소를 통해 전 세계 1위의 중앙청산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ME 그룹의 상품과 서비스는 전 세계 

기업들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성장 달성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CME 그룹은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지구본 로고, CME, Globex,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BOT과 Chicago Board of Trade, KCBOT, 

KCBT 및 Kansas City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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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입니다. COMEX는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CME 그룹(NASDAQ: CME) 및 거래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megroup.com 

 
# # # 

 

http://www.cmegroup.com/
http://www.cmegroup.com/trading/interest-rates/index.html
http://www.cmegroup.com/trading/interest-rates/index.html
http://www.cmegroup.com/globex/index.html
http://www.cmegroup.com/clearing/index.html
http://www.cmegroup.com/europe/clearing-europe/
http://www.cmegroup.com/europe/clearing-europe/
http://www.cmegro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