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고객 피드백에 따라 CME Globex는 2015년 5월 18일부터 만기월 간 
기간 차이의 근사치 비율을 적용하여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를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캘린더 
스프레드 시장과 병행하여 독립적인 시장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이 
문서는 이 상품의 논거는 물론, 가격 책정 방법, 거래 이후 실행 프로세스 
및 Globex 승인과 같은 이 상품의 독특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배경:
본 거래소는 2015년 3월 계약을 2015년 6월 계약으로 롤오버하는 
3:2의 비표준 비율이 적용된 2015년 2/3월물 미국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를 개발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리스크 익스포저 변환 기조로 
인해 기존의 표준 1:1 캘린더 스프레드 포지션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Globex를 통해 3:2 비율의 미국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를 거래할 수 있는 전산 거래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장기채의 2015년 3-6월물 롤오버 거래 물량 중 2/3가 비표준 3:2 
비율 스프레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상품은 분기별 롤오버 활동이 
수반되는 국채 선물 구조 균형을 위한 대안적 비표준 비율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 상품 개발의 템플릿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롤오버 
기간 후, 본 거래소는 Globex상에서 비표준 비율이 적용된 대안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 상품의 상장을 필요로 하는 특정 고객들의 
수요를 식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표준 비율 스프레드 상품들은 
기존의 1:1 표준 스프레드에 비해 보다 리스크 중립적인 형태로 
포지션을 롤오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거래소는 국채 선물 롤오버 월, 즉 2월, 5월, 8월, 11월 중에 이러한 
비표준 스프레드를 상장할 계획입니다.

Globex상에서의 국채 비율 캘린더 스프레드 거래 방법
Globex Notices의 비표준 스프레드 비율
새로운 스프레드 비율은 당기 및 향후 롤오버 기간의 해당 주간에 
게시되는 CME Globex Not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각 
국채 선물이 추적하는 미국 장기 및 중기 국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분기별로 변합니다. 현행 비율을 확인하려면 가장 최근의 Globex 
Notice 를 참고하십시오.

비표준 스프레드 비율-상장 방법
국채 선물의 근월물 및 차기 분기월물의 기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각 분기 롤오버 시 관리해야 할 이른바 “꼬리”를 
발생시킵니다. 새 스프레드 비율은국채 선물 포지션을 한 계약에서 
다른 계약으로 롤오버함으로써 발생하는 “꼬리”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결정할 것입니다.

스프레드 비율은 상장 직전의 최저가 인도(CTD) 중기채나 장기채 
현물의 선도 DV01(베이시스 포인트 변동의 달러 가치)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적절한 헤지 비율은 시장 가치의 변동, 그리고/또는 
특정 장기채나 중기채의 CTD 상태의 변동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두 스프레드 구간의 최대 계약 수는 99계약으로 
제한됩니다. 1% 이하의 “꼬리”를 지닌 스프레드에는 99:98 또는 98:99
의 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 더 낮은 DV01를 지닌 구간이 99
개의 계약(더 많은 계약)을 갖게 됩니다. 

금리

국채 비율 캘린더 스프레드의 Globex 거래 안내서

http://www.cmegroup.com/tools-information/lookups/advisories/electronic-trading/20150427.html?mkt_tok=3RkMMJWWfF9wsRouuqjBZKXonjHpfsX57eQlXa%2Bg38431UFwdcjKPmjr1YIDRcpjI%2BSLDwEYGJlv6SgFSbHMMahw27gEWBI%3D#trcs
http://www.cmegroup.com/tools-information/lookups/advisories/electronic-trading/20150427.html?mkt_tok=3RkMMJWWfF9wsRouuqjBZKXonjHpfsX57eQlXa%2Bg38431UFwdcjKPmjr1YIDRcpjI%2BSLDwEYGJlv6SgFSbHMMahw27gEWBI%3D#trcs
www.cmegroup.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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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스프레드 비율-가격 책정 방법
새 비표준 국채 캘린더 스프레드는 비표준 3:2 상품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가격 책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장기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 비표준 비율 스프레드는 가중평균 차액 단위로 호가될 
것입니다.

첫 분기월물 계약 수(선행 구간) x 구간 가격(선행 구간)
차기 분기월물 계약 수(후행 구간) x 구간 가격(선행 구간)
스프레드 가격 첫 분기월물 - 차기 분기월물

이 가격 책정 방법은  스프레드 중 더 큰 구간의 계약 수에 따라 표준 
스프레드의 배수로 비표준 스프레드 가격을 조정합니다.

비표준 스프레드의 새 상품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Globex 상품 코드 계약월
 ZTX (계약월 1) ZTX (계약월 2) (2년 중기채)
ZFX (계약월 1) ZFX (계약월 2) (5년물 중기채)
ZNX (계약월 1)  ZNX (계약월 2) (10년물 중기채) 
ZBX (계약월 1) ZBX (계약월 2) (장기채)
UBX (계약월 1) UBX (계약월 2) (초장기 국채)
1:1 초장기 채권 캘린더 스프레드의 상품 코드는 그대로 유지될것입니다.
UB (계약월 1) UB (계약월 2)

전통적 표준 비율(1:1) 국채 캘린더 스프레드와의 비교
2015년 5월/6월물 롤오버의 경우, 10년물 캘린더 스프레드의 
비표준 2015년 6월-2015년 9월물 비율은 99 ZNM5: 98 ZNU5
가 적용될 것입니다. 가격 책정 방법에 따라 10년물 비표준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는 가중평균 가격 차액 단위로 표기되므로 99*ZNM5 
- 98*ZNU5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ZNXH5-ZNXM5 캘린더 
스프레드의 가격은 170-205가 됩니다. 170-205

= 99*(ZNM5 가격) - 98*(ZNU5 가격)

= 99*(129-095) - 98*(128-28)

= 99*129.296875 - 98*128.875

= 12800.39063 - 12629.75

=  170.640625 (170-205)

한편 표준 1:1 ZNM5-ZNU5는 0-135(즉 예시의 구간 가격을 토대로 
13.5/32)나 그 주변에서 거래됐을 것입니다. 2015년 4월 중, 10년물 
중기채 캘린더 스프레드 표준 상품의 내재 일일 변동과 비표준 상품
(99:98 비율)의 내재 일일 변동 간 차이를 비교한 아래 도표(표 1)를 
참고하십시오. 

표 1

10년물 미국 중기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
일일 가격 변동 표준 1:1 및 비표준 99:98 비율 –  2015년 4월 기준 (포인트 및 소수점으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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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1:1 표준 스프레드 가격과 비표준 스프레드 가격을 
비교해 볼 때 계약 물량이 많은 표준 스프레드에 내재된 매도/매수 
스프레드가 훨씬 큽니다. 5년물 국채(ZF) 캘린더 스프레드의 2015년 6
월물-2015년 9월물 비교를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ZFM5 가격 119-267

ZFU5 가격 119-082

ZFM5-ZFU5 가격 (1:1) 0-185

ZFM5-ZFU5 Bid/Ask (1:1) 0-182/0-185

1:1 매수/메도 호가 폭 0-002 또는 1포인트의 1/32의 1/4

ZFX

ZFX 비율 99:98

ZFX 내재  매수 호가  99*(119-265)-98*(119-082)

ZFX 내재  매수 호가 99*(119.828125)-98*( 119.2578125)              

ZFX 내재  매수 호가 11862.98438- 11687.26563

ZFX 내재  매수 호가 175.71875 (175-23)

ZFX 내재 매도 호가 99*(119-267)-98*(119-082)

ZFX 내재 매도 호가 99*(119.8359375)-98*( 119.2578125)               

ZFX 내재 매도 호가 11863.75781- 11687.26563

ZFX 내재  매도 호가  176.4921875 (176-157)

ZFX 내재 매수/매도 호가 175.71875 (175-23)/ 176.4921875 
(176-157)

99:98 매수/매도 호가 폭 0-247 또는 1포인트의 24.75/32

비표준 비율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는 최소 호가 단위(1포인트의 
1/32 1/4), 거래 매칭 알고리즘 및 기능성의 관점에서 표준 1:1 캘린더 
스프레드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스프레드 상품들 모두 Globex
상에서 “K”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입니다.  
2년물(ZTX), 5년물(ZFX) 및 10년물(ZNX) 미국 중기 국채 선물은 20% 
선입선출(FIFO)/80% 비례할당을 통해 구성됩니다. 장기 국채(ZBX) 및 
초장기 국채(UBX)는 표준 비율 스프레드의 100% 비례 할당 구성비를 
지닐 것입니다. 표준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와 유사하게 비표준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는 내재 가격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블록 
트레이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cess Manager
비표준 비율 스프레드의 복잡성과 독특한 가격 책정법 때문에 CME 
Group은 Access Manager 를 Globex상에 배포하여 이들 스프레드 
집행과 관련한 청산소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Globex 리스크 관리 도구는 흔히 인도가능스왑(DSF) Access 
Manager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애초 이 도구가 마지막 7일(월력 
기준) 동안의 만기가 도래하는 DSF 계약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청산소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즉,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Globex 계정들은  비표준 비율 국채 선물 캘린더스프레드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을 입력하는 것이 차단될 것입니다. Access Manager
는 마지막 5일간의 거래 기간에만 제한되지 않고 비표준 스프레드가 
거래되는 기간 내내 적용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계정이 주문을 제출할 경우, Globex는 세션 레벨 
거부(tag 35-MsgType=3) 메시지를 전송하고 여기에 거부 이유가 
표시됩니다(tag 58-Text = 이 계정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150일 전에 
이 실물 인도 계약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ccess 
Manager는 리스크 관리 도구 페이지에 하나의 탭으로 표시될 것이며 
모든 GC2 리스크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문 수량
현재, 1:1 비율의 표준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는 최대 주문 수량 
한도가 29,999개입니다. 표준 스프레드와 비표준 스프레드에 할당되는 
구간 수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새로운 비표준 비율 국채 캘린더 
스프레드에는 훨씬 낮은 최대 주문 수량 한도가 적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물-2015년 9월물 스프레드의 최대 주문 수량 
한도는299개가 될 것입니다. 이는 각 스프레드가 총 197계약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99 +98). 따라서 최대 주문 수량 한도인 299개의 
비표준 스프레드는 58,903계약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표준 스프레드의 
최대 주문 수량 한도는 59,998계약(59,998=29,999*2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최대 주문 수량은 매 분기 검토되며, 당시의 비율을 
토대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고객은 롤오버 월에
Globex상에서 국채 캘린더 스프레드의 현행 비율과 비표준 최대 주문 
수량 한도를 참고해야 합니다.

http://www.cmegroup.com/confluence/display/EPICSANDBOX/DSF+Access+Manager
http://www.cmegroup.com/confluence/display/EPICSANDBOX/Session%2BLevel%2BReject
http://www.cmegroup.com/confluence/display/EPICSANDBOX/Session%2BLevel%2BRe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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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DS
비표준 비율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는 오로지 표준 가격 책정 
방법만을 사용하여 스프레드 구간 가격을 배정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스프레드 상품에는 Single Line of Entry of Differential 
Spreads(SLEDS) 가격 책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 
캘린더 스프레드는 표준 및 SLED 가격 책정 방법 모두를 적용할 자격을 
지닙니다.

SLEDS(거래 입력 화면 및 거래 로드 프로그램)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선행 구간과 후행 구간이 동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다른 구간 및 차이를 토대로 한 구간의 가격을 책정하며, 한 측이 
매수이고 다른 측이 매도 포지션이며 양측이 동일한 규모라 표시하는 
것 이외에는 수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LEDS는 정의상 국채 
비율 스프레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LEDS는 고객 계좌 전반에 
걸쳐 거래 완료 물량을 배분해야 하는 자산운용자에 특히 유용합니다. 
시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토대로 볼 때, 자산운용자들은 자체 평균 
가격 산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SLEDS의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불가능 범위
표준 및 비표준 비율 국채 캘린더 스프레드 간의 가격 책정법 차이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CME Group은 Globex의 검토 불가능 거래 
범위에 새로운 비표준 비율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를 포함시켜 이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비표준 비율의 검토 불가능 범위는 5틱(1.25/32)의 검토 불가능 범위가 
적용되는 표준 비율 1:1 스프레드와 동일합니다. 비표준 비율 상품의 
검토 불가능 범위는 각 구간의 계약 수량의 가중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이 표준 비율 스프레드와의 주된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비표준 비율 
국채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는 5틱에 해당 캘린더 스프레드의 두 구간 중 
더 큰 수량의 계약 수를 곱한 수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수량 비율 국체 선물 캘린더 스프레드의 Globex 구간 가격 
배정 기본 지침서
정의
스프레드 거래 가격 = 해당 비율 스프레드가 거래되는 가격
스프레드 이론값 = 스프레드의 가치(해당 구간의 CLast 
(CME 최근 가격)

최종 구간 = 엔진에서 배정된 단일 가격의 만기, 가장 최근의 CLast를 
토대로 함

플로팅 구간 = 엔진이 가격을 산출하는 구간

구간 현재 가격 = 해당 구간의 현재 가격

각 구간의 가격 책정 프로세스
1. 모든 최종 구간의 가격은 C-Last를 토대로 책정합니다

2. 플로팅 구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a. 엔진은 해당 구간의 C-Last를 기초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b. 엔진은 이 가격과 마지막 구간에 배정된 가격을 사용하여 내재 
스프레드 가격을 찾습니다.

c. 당사는 이 내재 스프레드 가격과 실제로 거래된 스프레드 가격의 
차액을 산출합니다 

3. 2b에서 산출된 차액을 토대로 2a의 기초 가격을 조정합니다

a. 1/32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금액을 각 플로팅 구간에 배정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b. 일체의 잔액은 단일 구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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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 거래 가격
이론값과의 차액  
(2b 단계에서 지정할 틱 수) ZFU5 지정 가격

98 구간 @ 119-08 0/32 98 구간 @ 119-08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77 0.25/32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77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75 0.5/32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75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72 0.75/32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72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7 1/32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7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67 1.25/32nd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67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65 1.5/32nd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65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62 1.75/32nd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62

96 구간 @ 119-08, 2 구간 119-07 2/32nd 96 구간 @ 119-08, 2 구간 119-07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57 2.25/32nd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57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55 2.5/32nd 97 구간 @ 119-08, 1 구간 119-055

1구간 @ 119-08, 97 구간 119-07 97/32nd 1구간 @ 119-08, 97 구간 119-07

97 구간 @ 119-08, 1 구간 116-067 97.25/32nd 97 구간 @ 119-08, 1 구간 116-067

97 구간 @ 119-08, 1 구간 116-065 97.5/32nd 97 구간 @ 119-08, 1 구간 116-065

97 구간 @ 119-08, 1 구간 116-062 97.75/32nd 97 구간 @ 119-08, 1 구간 116-062

98 구간 @ 119-07 98/32nd 98 구간 @ 119-07

E예시
가정:

ZFM5 CLast 119-26

ZFU5 CLast 119-08

ZFX 이론값 99*(119-26)-98*(119-08)

ZFX 이론값 99*(119.8125)-98*(119.25)

ZFX 이론값 11861.4375- 11686.5

ZFX 이론값 174.9375(174-30)

시나리오: 사용자가 1 ZFXM5-ZFXU5 스프레드를 매수하여 
99 ZFM5를 매수하고 98 ZFU5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합니다. ZFM5
가 가장 최근의 CLast를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모든 99 ZFM5를 
119-26에 수령합니다. ZFU5 구간 가격은 174-30의 이론값 대비 해당 
스프레드가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채 선물은 CBOT의 규례에 따라 상장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 담긴 정보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CME Group이 작성한 것입니다. CME Group은 일체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 담긴 모든 예시는 가정적 상황이며 오로지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투자 자문이나 실제 시장 경험의 결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럽경제지역에 소재한 사람을 위해 발행되는 경우, 이 자료는 CME Marketing Europe Limited에 의해 발행됩니다. CME Marketing Europe Limited(FRN: 220523)는 영국 금융감독청에 의해 승인되고 규제됩니다.

이 브로셔에 담긴 정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일체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CME Group은 일체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 담긴 정보 및 일체의 자료를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금융 자문을 제공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구성하거나, 또는 일체의 기타 상품이나 또는 예치금을 촉진하거나 유치하거나 또는 일체 유형의 금융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안이나 권유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브로셔에 담긴 정보는 오로지 정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일체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지 않고 있으며 그리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자료는 귀하의 목표, 재정 
상태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한 것입니다. 귀하는 이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그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선물 거래는 모든 이에 적합하지 않으며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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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옵션이란 
용어는 선물 옵션을 말합니다.

CME Group 및 “芝商所”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지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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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표들은 이들 자료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수정하거나 
재생산하거나 회수 가능한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전송하거나, 복사하거나 배포하거나, 달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담긴 규칙 및 설명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공식 거래소 규칙이 우선권을 지니며 그에 예속됩니다. 일체의 계약 관련 내용은 항시 현행 규칙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CME, CBOT 및 NYMEX는 각기 싱가포르에서 Recognized Market 
Operator로 등록되어 있으며 Hong Kong S.A.R.에 자동화 거래 서비스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 안에 담긴 정보는 일본의 금융상품 및 거래법(1948년법 25호 수정본 포함)하에 정의된 일체의 외국 금융 상품 시장이나 외국 
금융 상품 시장의 청산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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