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미 재무부

미 국채 T-Bond 및 T-Note (단위: 십억) 

개요
미 국채 선물 및 옵션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금리 위험 노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미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은 자신의 금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가격 변동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2010년, 초장기 (“Ultra”) T-Bond 선물 및 옵션이 미 국채 상품군에 
추가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이 계약들은 보다 장기적인 시장 포지션의 
금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헤지거래자 및 투기거래자들과 상대 가치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동성이 큰 상품군에 속하는 미 국채 선물 및 
옵션은 헤지거래, 수입 증대, 듀레이션 조정, 금리 투기거래, 스프레드 
거래 등 다양한 위험 관리 및 거래 적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선물 및 옵션을 CME Globex를 통해 거의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 세계 사용자들의 거래 효율성이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주간 국채 옵션 (Weekly Treasury Options (WTOs)) 의 추가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기존의 옵션 포지션 
관리에 유연성이 생기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목표화된 거래가 가능해 
지며, 큰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이벤트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cmegroup.com/wto 를 참고하세요.

미 국채 선물 및 옵션에 대한 대량거래가 가능합니다. cmegroup.com/
blocks 에서 최소 참여요건 및 보고시간 요건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또한, Globex를 통해 당발물(OTR) 국채 선물을 포함한 다양한 국채 
선물들 간에, 그리고 국채와 금리 스왑 선물 간에 사전 정의된 상품간 
내재스프레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현 스프레드 비율 및 그 외 더 많은 
정보는 cmegroup.com/ics. 에서 확인하세요. 

이자율파생상품

미 국채 선물 및 옵션
미 국채 선물 및 옵션은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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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0년은연간수치이며 2011년은 9월말까지수치임.

시장 참여자
• 자산관리자
• 은행
• 기업 재무담당자
• 헤지펀드 
• 보험사 
• 모기지 은행
• 연기금
• 국채전문딜러
• 자기자본 거래자

http://www.cmegroup.com/wto
http://cmegroup.com/blocks
http://cmegroup.com/blocks
http://cmegroup.com/ics
http://cmegroup.com/ko


2년물 T-NOTE 선물 3년물 T-NOTE 선물
  계약 단위 만기 액면가가 $200,000인 미 국채 T-Note 1단위

  인도적격 등급
최초 만기가 5년 3개월 이하, 잔존만기가 인도월의 첫 날로부터 1년 
9개월 이상이면서 인도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하

최초 만기가 5년 3개월 이하, 잔존만기가 인도월의 첫 
날로부터 2년 9개월 이상이면서 인도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
년 이하

가격 표시 포인트($2,000) + 1 포인트의 1/32의 1/4단위. 예를 들어, 109-16 = 109 16/32, 109-162 = 109 16.25/32, 109-165 = 109 16.5/32, 
109-167 = 109 16.75/32.

최소호가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은 1/32 의 1/4 (계약 당 $15.625 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파(Par)는 100 포인트 기준임.

결제월 3, 6, 9, 12 분기 주기의 첫 5개 연속 결제월

최종 거래일 계약 만기월의 마지막 영업일

최종 인도일 최종 거래일 다음의 세 번째 영업일

인도방법 연방준비은행 전자자금결제 시스템

거래시간 플로어매매 : 7:20 a.m. – 2:00 p.m. 중부표준시간 (CT), 월요일-금요일
CME Globex 전산매매 : 5:00 p.m. – 4:00 p.m. (CT 기준), 일요일-금요일 
만기되는 계약의 거래는 최종 거래일  12:01 p.m. (CT 기준)에 마감.

종목코드 플로어매매 : TU 
CME Globex 전산매매 : ZT

플로어매매 : 3YR 
CME Globex 전산매매 : Z3N

계약 명세 : 2년물 T-Note 와 3년물 T-Note

2년물 T-NOTE 옵션
계약 단위 지정 인도월의 2년물 T-Note 선물 1계약

최소호가단위 1 포인트의 1/64의 1/2 (계약 당 $15.625 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1 포인트의 1/8 단위씩 증가. 행사가격 범위는 최소한 현 선물가격에 가장 근사한 등가격 및 그보다 높은 행사가격 연속 30
개와 그보다 낮은 행사가격 연속 30개를 포함함.

상장 결제월 연속한 처음 3개의 결제월 (1개의 분기만기월과 2개의 기타만기월) 및 3, 6, 9, 12월 분기 주기의 다음 4개월. 
주간 옵션 : 분기만기월이나 기타만기월이 없는 각 월의 금요일에 해당하는 1-5주차. 분기 옵션은 동일 인도 기간의 선물계약으로 
행사되어짐. 기타월 옵션 및 주간 옵션은 첫 번째 분기월 근월물 선물계약으로 행사되어짐.

최종 거래일 옵션 거래는 옵션결제월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보다 최소 2 영업일 전인 마지막 금요일에 종료됨. 주간 옵션 : 분기월 또는 기타월 
옵션의 최종 거래일이 아닌 금요일

옵션 행사 미국식. 선물옵션의 매수자는 만기 전에는 어느 영업일이든 6:00 p.m. (CT 기준)까지 CME 청산소에 통지를 함으로써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만기에 내가격으로 종료되는 옵션은 CME 청산소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자동 행사되어 포지션을 생성하게 됨.

만기 행사되지 않은 옵션은 거래 마지막 날 7:00 p.m. (CT 기준)에 만기종료됨

거래시간 플로어매매 : 7:20 a.m. – 2:00 p.m. (CT 기준), 월요일-금요일 
CME Globex 전산매매 : 5:00 p.m. – 4:00 p.m. (CT기준), 일요일-금요일 
만기되는 옵션의 거래는 CME Globex의 해당 2년물 T-Note 선물계약에 대한 정규 거래시간 마감 시 종료됨.

종목코드 플로어매매 콜/풋 : TUC/TUP 주간 옵션 : TW1-5 
CME Globex 전산매매 : OZT 주간 옵션 : ZT1-5



계약 명세 : 5년물 T-Note 및 10년물 T-Note

5년물 T-NOTE 선물 10년물 T-NOTE 선물
계약 단위 액면가가 만기 시 $100,000인 미 국채 T-Note 1단위

인도적격 등급 최초 만기가 5년 3개월 이하, 잔존만기가 인도월의 첫 날로부터 4
년 2개월 이상

최초 만기가 10년 이하, 잔존만기가 인도월의 첫 날로부터 6
년 6개월 이상

가격 표시 포인트($1,000) + 1 포인트의 1/32의 1/4 단위. 예를 들어, 119-16 
= 119 16/32, 119-162 = 119 16.25/32, 119-165 = 119 16.5/32, 
119-167 = 119 16.75/32.

포인트($1,000) + 1 포인트의 1/32의 1/2단위. 예를 들어, 
126-16 = 126 16/32, 126-165 = 126 16.5/32

최소호가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은 결제월간 스프레드를 포함하여 1포인트의 
1/32 의 1/4 (계약 당 $7.8125 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파(Par)는 
100 포인트 기준임.

최소 가격 변동폭은 결제월간 스프레드를 제외하고 1
포인트의 1/32 의 1/2 (계약 당 $15.625 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결제월간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1포인트의 1/32 의 1/4 
(계약 당 $7.8125 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파(Par)는 100 
포인트 기준임.

결제월 3, 6, 9, 12 분기 주기의 첫 5개 결제월

최종 거래일 계약 만기월의 마지막 영업일 인도월의 마지막 영업일 전 7번째 영업일

최종 인도일 최종 거래일 다음의 세 번째 영업일 인도월의 마지막 영업일

인도방법 연방준비은행 전자자금결제 시스템

거래시간 플로어매매 : 7:20 a.m. – 2:00 p.m. Central Time (CT), 월요일-금요일
CME Globex 전산매매 : 5:00 p.m. – 4:00 p.m. (CT기준), 일요일-금요일 
만기되는 계약의 거래는 최종 거래일  12:01 p.m. (CT 기준)에 마감.

종목코드 플로어매매 : FV 
CME Globex 전산매매 : ZF

플로어매매 : TY 
CME Globex 전산매매 : ZN

5년물 T-NOTE 옵션 10년물 T-NOTE 옵션
계약 단위 지정 인도월의 5년물 T-Note 선물 1계약 지정 인도월의 10년물 T-Note 선물 1계약

최소호가단위 1 포인트의 1/64의 1/2 (계약 당 $7.8125 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1 포인트의 1/64 (계약 당 $15.625 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행사가격 간격 행사가격은 1 포인트의 1/4 단위씩 증가. 최소 행사가격 범위는 현 
선물가격에 가장 근사한 등가격 행사가격 및 그보다 높은 행사가격 
연속 30개와 낮은 행사가격 연속 30개를 포함함.

행사가격은 1 포인트의 1/2 단위씩 증가. 최소 행사가격 
범위는 현 선물가격에 가장 근사한 등가격 행사가격 및 
그보다 높은 행사가격 연속 50개와 낮은 행사가격 연속 50
개를 포함함.

상장결제월 처음 3개의 연속하는 결제월 (분기만기월 1개와 기타만기월 2개) 및 3, 6, 9, 12월 분기 주기의 다음 4개월. 
주간 옵션 : 분기만기월 또는 기타만기월이 없는 각 월의 금요일에 해당하는 1-5주차. 분기월 옵션은 동일 인도 기간의 선물계약으로 
행사되어짐. 기타월 옵션 및 주간 옵션은 가까운 첫 번째 분기월 선물계약으로 행사되어짐.

최종 거래일 옵션 거래는 옵션결제월 직전 월의 마지막 영업일보다 최소 2 영업일 전인 마지막 금요일에 종료됨. 주간 옵션 : 분기월 또는 기타월 
옵션의 최종 거래일이 아닌 금요일

옵션 행사 미국식. 선물옵션의 매수자는 만기 전 어느 영업일이든지 6:00 p.m. (CT 기준)까지 CME 청산소에 통지를 함으로써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만기에 내가격으로 종료되는 옵션은 CME 청산소에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자동행사되어 포지션을 생성하게 됨

만기 행사되지 않은 옵션은 거래 마지막 날 7:00 p.m. (CT 기준)에 종료됨

거래시간 플로어매매 : 7:20 a.m. – 2:00 p.m. (CT 기준), 월요일- 금요일 
CME Globex 전산매매 : 5:00 p.m. – 4:00 p.m. (CT 기준), 일요일-금요일
만기되는 옵션의 거래는 CME Globex의 해당 T-Note 선물계약 정규 거래시간 마감 시 종료됨.

종목코드 플로어매매 콜/풋 : FL /FP 주간옵션 : FV1-5  
CME Globex 전산매매 : OZF 주간옵션 : ZF1-5

플로어매매 콜/풋 : TC/ TP 주간옵션 : TY1-5  
CME Globex 전산매매 : OZN 주간옵션 : ZN1-5



T-BOND 선물 초장기 T-BOND 선물
계약 단위 액면가가 만기 시 $100,000인 미 국채 T-Bond 1단위

인도적격 등급 조기상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인도월 첫 날을 기준으로 최소 
15년간 조기상환할 수 없거나, 조기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인도월 첫 날을 기준으로 최소 15년인 미 
국채. 주의: 2011년 3월 만기부터는 T-Bond 선물의 인도적격 
등급은 잔여 만기가 인도월 첫 날을 기준으로 최소 15년 
이상으로서 25년 미만인 국채임.

잔존 만기가 결제월의 첫 날을 기준으로 25년 이상인 
국채.

가격표시 포인트($1,000) + 1 포인트의 1/32 단위. 예를 들어, 134-16 = 134 16/32

최소호가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은 결제월간 스프레드를 제외하고 1포인트($31.25)의 1/32. 결제월간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1포인트의 1/32 의 
1/4 (계약 당 $7.8125 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파(Par)는 100 포인트 기준임.

결제월 3, 6, 9, 12 분기 주기의 처음 3개 연속하는 결제월

최종 거래일 인도월의 마지막 영업일 전 7번째 영업일

최종 인도일 인도월의 마지막 영업일

인도방법 연방준비은행 전자자금결제 시스템

거래시간 플로어매매 : 7:20 a.m. – 2:00 p.m.중부표준시간 (CT), 월요일-금요일
CME Globex 전산매매 : 5:00 p.m. – 4:00 p.m. (CT기준), 일요일-금요일 
만기되는 계약의 거래는 최종 거래일  12:01 p.m. (CT 기준)에 마감.

종목코드 플로어매매 : US CME Globex 전산매매 : ZB 플로어매매 : UL CME Globex 전산매매 : UB

T-BOND 옵션 초장기 T-BOND 옵션
계약 단위 지정 인도월의 T-Bond 선물 계약 1단위 지정 인도월의 초장기 T-Bond 선물 계약 1단위

최소호가 단위 1포인트의 1/64 (계약 당 $15.625를 센트 단위까지 올림)

행사가격 범위 행사가격은 1 포인트 단위씩 증가. 최소 행사가격 범위는 현 선물가격에 가장 근사한 등가격 행사가격 및 그보다 높은 
행사가격 연속 30개와 낮은 행사가격 연속 30개를 포함함.

결제월 처음 3개의 연속하는 결제월 (분기만기월 1개 및 기타만기월 2개) 및 3, 6, 9, 12월 분기 주기의 다음 2개월. 
주간 옵션 : 분기만기월 또는 기타만기월이 없는 각 월의 금요일에 해당하는 1-5주차. 분기 옵션은 동일 인도 기간의 
선물계약으로 행사되어짐. 기타월 옵션 및 주간옵션은 가까운 첫 번째 분기월 선물계약으로 행사되어짐.

최종 거래일 옵션 거래는 옵션결제월 이전 월의 마지막 영업일보다 최소 2 영업일 전인 마지막 금요일에 종료됨. 주간 옵션 : 분기월 또는 
기타월 옵션의 최종 거래일이 아닌 금요일

옵션 행사 미국식. 선물 옵션의 매수자는 만기 전 어느 영업일이든지 6:00 p.m. (CT 기준)까지 CME 청산소에 통지를 함으로써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만기에 내가격인 옵션은 CME 청산소에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자동행사되어 포지션을 생성하게 됨

만기 행사되지 않은 옵션은 거래 마지막 날 7:00 p.m. (CT 기준)에 종료됨

거래시간 플로어매매 : 7:20 a.m. – 2:00 p.m. (CT 기준), 월요일-금요일 
CME Globex 전산매매 : 5:00 p.m. – 4:00 p.m. CT, 일요일-금요일 
만기되는 T-Bond 및 초장기 T-Bond 옵션의 거래는 해당 국채 선물계약에 대한 CME Globex의 정규 거래시간 마감 시 종료됨.

종목코드 플로어매매 콜/풋 : CG/ PG 주간옵션 : US1-5  
CME Globex 전산매매 : OZB 주간옵션 : ZB1-5

플로어매매 : OUL 주간옵션 : UL1-5  
CME Globex 전산매매 : OUB 주간옵션: UB1-5

계약 명세 : T-Bond 와 초장기 T-Bond

미 국채 선물 및 옵션에 대한 정보는 cmegroup.com/interestrates 에서 확인하세요.

IR179KO/0521

저작권 2013 CME Group. 모든 권한 보유.

선물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은 차입금을 사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에 예치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는 
손해를 입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 거래마다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이 자금의 일부만을 한 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Globe 로고,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및 Globex®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BOT®와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의 상표입니다.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및ClearPort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는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ME Group은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각의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 문서 상의 정보는 CME Group이 일반적인 용도로만 편집한 것입니다. CME Group은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본 문서 상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사용한 모든 예제들은 오직 설명을 돕기 위해 가정한 것으로써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규정 및 사양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및NYMEX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사양과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http://cmegroup.com/interestr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