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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선물 티커 옵션티커 계약 단위 최소 호가 변동폭 선물 옵션

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유로달러1 GE GE $1,000,000 근월물 : 0.0025 = $6.25 
 기타 : 0.005 = $12.50

2,801,947 98% $2,801,947 10,798,008 1,007,254 14% $1,006,322 26,479,069

국채 10년물2 ZN OZN $100,000 1/32의 1/2 = $15.625 1,409,428 96% $140,943 2,767,663 428,181 61% $42,818 1,822,342

국채 5년물2 ZF OZF $100,000 1/32의 1/4 = $7.8125 814,522 94% 94% 1,982,117 93,503 59% $9,350 618,407

국채 2년물2 ZT OZT $200,000 1/32의 1/4 = $15.625 368,712 91% $73,742 1,353,836 12,329 60% $2,466 105,776

미  장기 국채2 ZB OZB $100,000 1/32 = $31.25 356,571 94% $35,657 426,004 74,210 69% $7,421 292,862

초장기국채2 UB OUB $100,000 1/32 = $31.25 125,721 90% $12,572 571,434 681 55% $68 3,477

연방기금 30일물2 ZQ OZQ $5,000,000 근월물 : 0.0025 = 10.4175
기타 : 0.0050 = 20,835

61,766 99% $308,832 777,368 1,983 7% $9,913 96,980

인도가능 스왑선물2 T1U, F1U, N1U, 
B1U

- $100,000 2년물 = 1/32의 1/4,  
5년물, 10년물, 30년물 = 1/32의 1/2

6,696 6,696 $670 89,440 – – – –

주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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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E-mini S&P 5001 ES ES $50 0.25 = $12.50  
스프레드 0.05 = $2.50

1,687,774 100% $173,176 2,663,980 484,473 100% $49,740 3,056,975

E-mini NASDAQ-1001 NQ NQ $20 0.25 = $5.00  
스프레드 0.05 = $1.00

277,255 100% $23,724 319,836 5,957 100% $510 53,042

E-mini Dow $52 YM OYMC/OYMP $5 1.00 = $5.00 157,647 100% $13,930 97,342 706 100% $0 18,962

Nikkei 225 (엔화표시)1 NIY – ¥500 5.00 = ¥2500 51,790 100% $3,938 98,700 – – – –

E-mini S&P 중형주 4001 EMD EMD $100 0.10 = $10.00  
스프레드 0.05 = $5.00

22,081 100% $3,265 87,474 – – – –

Nikkei 225 (미 달러화 표시)1 NKD KN/JN $5 5.00 = $25.00 17,570 100% $1,596 59,404 – – – –

S&P 5001 SP CS/PS CS/PS 0.10 = $25.00  
스프레드 0.05 = $12.50

13,638 7% $7,016 102,704 43,304 0% $22,226 412,382

1분기 주요 상품 2015
CME와 CBOT, NYMEX, COMEX 그리고 KCBT의 전통을 이어 받은 CME 그룹의 시장은 상업적 생산업자와 제조업자 및 기관투자가, 
헤지펀드, 자기매매업자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한 데 모여 그 어떤 거래소보다도 더욱 폭넓은 벤치마크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CME 그룹의 시장은 깊고 풍부한 유동성 풀을 만들어 귀하로 하여금 위험을 관리하고 각각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며 각각의 거래마다 가능한 최대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에는 금리, 주가지수, 에너지, 통화, 농산물 및 금속에 기반한 주요 선물 및 옵션 상품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이 상품들은 CME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상품들은 CBOT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미국식 옵션만 가능함.

* 티커는 CME Globex의 상품 코드입니다.

1.     이 상품들은 CME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상품들은 CBOT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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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원유 (WTI) CL LO 1,000 미 배럴 배럴 당 $0.01 896,081 96% $45,742 1,740,134 210,661 54% $9,685 4,956,241

천연가스 NG ON, LN 10,000 mm Btu 
mmBtu 당 $0.001 (0.1센트) 342,404 96% $9,862 998,123 81,861 12% $2,268 $2,268

RBOB 가솔린 RB OB 42,000 미 갤런 갤런 당 $0.0001 161,552 92% $11,388 389,410 1,253 24% $87 $87

뉴욕항 ULSD HO OH 42,000 미 갤런 갤런 당 $0.0001 159,355 91% $11,904 364,522 364,522 10% $297 182,609

원유 (브렌트) BZ BE 1,000 미 배럴 배럴 당 $0.01 131,756 99% $7,603 155,456 4,247 0% $154 398,289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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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EUR/USD 6E 6E 125,000 유로 유로 당 $0.0001  
($12.50/계약)

277,449 99% $38,751 459,746 58,197 97% $8,163 439,391

JPY/USD 6J 6J 12,500,000 엔 엔당 $0.000001 ($12.50/계약) 160,591 99% $16,868 177,478 10,288 95% $1,080 123,797

GBP/USD 6B 6B 62,500 파운드 파운드 당 $0.0001 ($6.25/계약) 107,492 99% $10,144 182,514 13,278 96% $1,253 174,869

AUD/USD 6A 6A 100,000 호주달러 호주달러 당 $0.0001 ($10.00/계약) 101,865 99% $7,963 138,260 6,562 97% $512 82,309

CAD/USD 6C 6C 100,000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 당 $0.0001 ($10.00/계약) 74,628 99% $5,992 110,447 5,886 98% $474 67,324

MXN/USD 6M 6M 500,000 멕시코 페소 멕시코 페소 당 $0.000025 $12.50/계약) 45,253 97% $1,502 157,688 85 75% $3 1,998

CHF/USD 6S 6S 125,000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 당 $0.0001 ($12.50/계약) 25,146 98% $3,301 34,149 1,267 95% $168 21,460

이 상품들은 CME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상품들은 NYMEX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산물

계약 선물 티커 옵션티커 계약 단위 최소 호가 변동폭 선물 옵션

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옥수수2 ZC OZC 5,000 부셸 부셸 당 $0.0025 301,493 94% $5,913 1,349,885 84,026 57% $1,655 1,329,229

대두2 ZS OZS 5,000 부셸 부셸 당 $0.0025 204,080 94% $10,119 763,912 72,741 61% $3,612 821,529

시카고 SRW  소맥2 ZW OZW 5,000 부셸 부셸 당 $0.0025 111,359 98% $2,907 431,772 28,074 51% $736 381,144

대두유2 ZL OZL 60,000 파운드 파운드 당 $0.0001 98,652 97% $1,878 383,769 383,769 31% $143 115,247

대두박2 ZM OZM 100 숏톤 숏톤 당 10 센트 82,776 95% $2,739 346,338 11,333 61% $374 188,564

생우1 LE LE 40,000 파운드 파운드 당 $0.00025 55,155 93% $3,342 278,224 16,018 72% $972 298,565

돈육1 HE HE 40,000 파운드 파운드 당 $0.00025 42,429 93% $1,251 216,988 12,889 80% $372 267,376

캔자스시티 HRW 소맥2 KE OKE 5,000 부셸 부셸 당 $0.0025 27,851 96% $780 154,679 2,624 36% $74 51,594

1. 이 상품들은 CME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상품들은 CBOT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티커는 CME Globex의 상품 코드입니다.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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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일평균거래량 전산매매 비중 일평균명목거래대금 
(백만달러)

미결제약정

금1 GC OG 100 트로이 온스 트로이 온스 당 $0.10 188,035 94% $22,975 387,585 31,615 62% $3,864 1,430,364

구리1 HG HX 25,000 파운드 파운드 당 $0.0005 69,125 97% $4,547 170,125 140 58% $9 2,505

은1 SI SO 5,000 트로이 온스 트로이 온스 당 $0.005(아웃라이
트 거래);

트로이 온스 당 $0.001
(스프레드 거래/결제)

50,021 96% $4,191 170,105 5,881 73% $498 173,468

플라티늄2 PL PO 50 트로이 온스 트로이 온스 당 $0.10 13,963 95% $826 68,848 278 7% $17 6,540

팔라듐2 PA PAO 100 트로이 온스 트로이 온스 당 $0.05 5,696 94% $447 31,497 238 8% $18 8,018

1.        이 상품들은 COMEX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상품들은 NYMEX에 상장되어 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시 상품
상품명 자산군 상품 코드 출시일

유럽천연가스 EN ON 1월 19일
킬로 금 MT GCK 1월 26일
국채 롤 IR ZBH5:ZBMF 2월 17일
단기 신곡 옵션 대두박 AG OMD 2월 23일
단기 신곡 옵션 대두유 AG OLD 2월 23일
뉴욕 벅아이 제트연료선물 EN BUC 3월 23일
LOOP 원유 저장 선물 EN LPS 3월 30일
코코아 선물 AG CCC 3월 30일
NYMEX 유럽 및 한국 벤젠 선물 EN BEA, BSA 3월 30일



글로벌 파트너쉽 통계
CME 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여타 주요 거래소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고객에게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의 6개 글로벌 파트너 거래소의 핵심 
상품 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이들 모두는 CME Globex 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임시 면책조항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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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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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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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 Group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
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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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 CME그룹은 어떠한 제3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
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 승인, 보장이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CME Group 및 “芝商所” 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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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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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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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
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 2015 CME Group 및 芝商所. 모든 권리 유보

브라질상품선물거래소(BM&F BOVESPA)
상품명 심볼 일평균거래량(2015년 1월 및 2월) 미결제약정(2015년 2월)

DI BR:DI1 1,026,167 15,357,177 

미니 달러 BR:WDL 348,206 65,741 

달러 BR:DOL 328,446 1,333,075 

IBOV BR:IND 65,481 477,328 

미니 Ibov BR:WIN 54,066 14,829 

말레이시아파생상품거래소(BMD)
팜원유선물 FCPO 53,231 190,872

FTSE Kuala Lumper 지수 선물 FKLI 11,076 32,552

두바이상업거래소(DME)
DME 오만원유선물 OQD 7,258 19,153

한국거래소(KRX)
KOSPI 200 KS 11,230 -

멕시코파생상품거래소(MexDer)
은행간 28일 금리 선물 M:TE28 40,541 2,533,652 

달러-페소 선물 M:DA 34,413 642,564 

IPC 지수선물 M:IPC 3,100 30,260 

2024. 12월 채권 M:DC24 2,874 45,616 

미니 IPC M:MIP 1,860 5,725 

2031. 5월 채권 M:MY31 390 24,269 

30년 채권 선물 M:M30 251 251 

이 상품들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 cmegroup.com/leading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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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 지역사무소CME Group 본사

20 South Wacker Drive
Chicago, Illinois 60606
cmegroup.com

시카고 
+1 312 930 1000

싱가포르 
+65 6593 5555

휴스턴 
+1 713 658 9292 

동경 
+81 3242 6232

뉴욕 
+1 212 299 2000

캘거리 
+1 403 444 6876

상파울루 
+55 11 2565 5999

워싱턴 D.C. 
+1 202 638 3838

런던 
+44 20 3379 3700

홍콩 
+852 2582 2200

서울 
+82 2 6336 6722

http://cmegroup.com/leading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