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금리 환경에서의투자 기회 발굴 방법
시장 참가자들이 FOMC의 연방기금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온갖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금리 시장이 2015년 중대한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금리 상품인 CME 유로달러 선물과 옵션은 전문 거래자들이 미래 금리 변동에 대한 시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선호하는 도구입니다. 

FOMC가 3월 18일 발표문에서 거론했던 “인내심”이란 단어를 제거함으로써 첫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금리

• 유로달러 선물의 기초 상품은 액면가 100만 달러의 90일 만기 
유로달러 정기예금입니다.

• 유로달러 선물은 3개월물 리보 금리에 토대한 만기 시 현금 결제 
선물 계약입니다 

 – 100 수익률로 호가:

• 예를 들어, 수익률이 0.85%일 경우, 유로달러는 
99.15(=100.00 – 0.85)로 표시됩니다.

• 유로달러의 BVP(Basis Point Value) 산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면가 x (일 수/360) x 0.01%

 – $100만 x (90/360) x 0.01%= $25

• 1틱은 1bp이며 가치는 $25입니다. (1틱 = .01 = $25). 
하지만 모든 계약의 최소 가격 변동 단위는 1bp의 반(0.005=
계약당 $12.50)입니다. 이미 시작한 분기 계약의 만기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이 최소 틱 변동 단위는 1bp의 1/4(0.0025)로 
바뀝니다.

유로달러의 기본 원리

미결제 약정 스냅샷 
(2015년 1월 9일 현재 기준, 연도별 2014 ADV)

년도 컬러 미결제 약정 2014 ADV
1 흰색 4,257,846 612,486
2 빨강 3,210,840 967,668
3 초록 1,887,397 695,774
4 파랑 916,972 259,297
5 금색 352,705 85,293
6 보라 63,722 9,223
7 오렌지 29,862 1,743
8 핑크 7,606 186
9 은색 3,446 73
10 구리색 932 27

시리얼 78,617 4,883

* 주: 분기월물이 아닌 상품이 있으나 분기월물에 비해 유동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http://cmegroup.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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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달러 선물 예시 
(2014년 12월 9일 스냅샷)

아래의 도표에 하이라이트된 것처럼 2016년 3월 선물의 고점은 98.880, 저점이 98.795로  1bp의 변동이 25달러임을 보여줍니다.  2016년 
3월물 선물을 저점 98.795에 매수해 고점 98.880에 매도했다면 8.5bps, 즉 $212.50의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월 종가 내재 수익률 변동 전날 결제 시작가 장중 최고가 장중 최저가 거래 물량
DEC 2014 99.7600 0.24% - 0.0025 99.7625 99.7625 99.7625 99.7600 112,247
JAN 2015 99.745 0.255% - 0.01 99.755 99.755 99.755 99.745 2,011
FEB 2015 99.735 0.265% - 0.01 99.745 99.745 99.745 99.735 429
MAR 2015 99.715 0.285% - 0.005 99.72 99.720 99.735 99.710 754,779
APR 2015 99.675 0.325% - 0.005 99.68 99.675 99.690 b 99.675 9
MAY 2015 99.615 0.385%  0.00 99.615 — 99.625 b 99.615 a 0
JUN 2015 99.550 0.45%  0.00 99.55 99.560 99.585 99.545 473,266
SEP 2015 99.335 0.665% + 0.005 99.33 99.335 99.375 99.325 468,758
DEC 2015 99.080 0.92% + 0.015 99.065 99.075 99.125 99.060 566,671
MAR 2016 98.825 1.175% + 0.02 98.805 98.810 98.880 98.795 495,700
JUN 2016 98.575 1.425% + 0.025 98.55 98.560 98.625 98.535 310,968
SEP 2016 98.330 1.67% + 0.03 98.30 98.305 98.380 98.285 289,348
DEC 2016 98.110 1.89% + 0.035 98.075 98.075 98.155 98.060 350,998

* 주: 유로달러 계약은 분기 계약이지만 아울러 항시 4개의 시리얼 옵션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선물계약 결제월 코드 

계약은 미래 10년의 기간 동안 3월, 6월, 9월, 12월에 만료되며 총 40개의 분기월물 계약이 이뤄집니다.1 5년 넘는 기간까지 깊은 유동성이 
제공됩니다.

• 선물 계약은 상품 코드 이름에 결제월이 문자코드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Globex상의 유로달러 상품 코드는 GE(즉 유로달러 2015년 12
월물 선물=GE15)입니다. 각 월을 표시하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 코드 F G H J K M N Q U V X Z

cmegroup.com/ir

1 아울러 4개의 분기월물 외 월물, 또는 시리얼 옵션이 있습니다.

http://www.cmegroup.co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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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도금리의 거울

유로달러 선물 시장의 가격 패턴은 단기금융시장의 현존 금리 및 수익률 곡선의 장기 영역 금리 여건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다른 계약 기간(2년, 5년, 7년 등) 전반에 걸쳐 유사한 기초 채권 계약의 금리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유로달러 시장 내 스프레드나 캘린더 스프레드 선물의 가격 패턴은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반영합니다. 수익률 곡선은 만기 전 구간에 걸친 각 
채권의 수익률을 간단히 표시합니다. 

•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다는 것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간의 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률 곡선의 경사도를 줄이며 가파르게 
변동하는 수익률 곡선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간의 갭이 커지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금리의 변동에 대비하여 헤지하려면 다음의 보편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 ED 선물 매도 >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헤지

• ED 선물 매수 > 금리 하락 리스크에 대비한 헤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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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곡선의 더 가파른 상승 예상 ➞ 
“곡선 매수,”

즉, 근월물 선물을 매수하고 원월물 선물 매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또는  역전(invert) 예상 ➞
“곡선 매도,”

즉, 근월물 선물을 매도하고 원월물 선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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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스프레드 거래

캘린더 스프레드 거래는 같은 날 만료되는 선물이나 옵션을 동시에 매수하고 다른 날에 만료되는 동일한 상품을 매도하는 거래로 
구성됩니다. CME Group은 CME Globex를 통해 캘린더 스프레드를 제공하며 이 상품에는거래 기회를 확대하는 가격 기능성이 내재돼 
있어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을 향상합니다. 이러한 기능성은 휴면 상태의 아웃라이트 유로달러 선물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자동으로 조합하여 합성 스프레드 주문을 생성합니다.  스프레드로 거래되는 이러한 캘린더 스프레드의 호가는 아웃라이트 시장에 비해 그 
스프레드가 더 타이트(tight)할 수 있습니다. 

유로달러 캘린더 스프레드를 거래함으로써, 투자자는 동일한 
시장에서 다른 만기일을 지닌 계약 간의 상대성 변동에 대한 
기대치를 거래하는 셈입니다. 

• 캘린더 스프레드 매수– 유로달러 선물의 근월물 매수 및 원월물 
매도(즉, 2015년 9월/2015년 12월 스프레드를 매수한다는 
것은 2015 ED 선물을 매수하고, 2015 ED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함)

• 캘린더 스프레드 매도– 유로달러 선물의 근월물 매도 및 원월물 
매수(즉, 2015년 9월물을 매도하고 2015년 12월물 선물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함) 

캘린더 스프레드의 가격: 단기 또는 근월물의 계약에서 원월물의 
가격을 차감한 가격으로 표시됨. 

예를 들어, 2015년 9월물 - 2015년 12월물 유로달러 캘린더 
스프레드는 24bps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약
매수 주문 
물량

매수 
호가

매도 
호가

매도 주문 
물량

2105년 9월-2015 
년 12월 캘린더 
스프레드

45259 24.0 24.5 105661

ED 선물 2015년 9월 921 9937.5 9938.0 3905
ED 선물 2015년 12월 6185 9913.0 9913.5 27

*2015년 3월 6일 오후 1시 50분 기준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 캘린더 스프레드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스프레드를 매수하려면 2015 
년 9월물에 대한 아웃라이트 계약을 99.38에 매수하고 2015
년 12월물 계약을 99.13에 매도하면 됩니다. 이 계약의 가격은 
25bps(99.38-99.13=0.25)가 됩니다. 또는 상장 캘린더 
스프레드를 통해 24.5bp의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0.5bps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가장 타이트한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형성되어 유동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유로달러 선물 옵션 

유로달러 선물 옵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상장 금리 
옵션 계약입니다. 

CME Group은 16개의 분기월물 유로달러 옵션을 판매합니다. 
이 옵션의 기초 계약은 해당 유로달러 선물의 분기월물입니다. 
유로달러 옵션은 미국식이며 이는 언제든지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옵션은 
최종 거래일의 미국중부표준시 오후 7시에 만료됩니다.

• 유로달러 옵션의 행사 가격은 전날 기초 선물 결제 가격에 가장 
가까운 행사 가격의 ±150bps의 범위 안에서 12.5bps(0.125)
의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옵션은 IMM 지수 포인트로 호가됩니다. 모든 계약의 틱, 즉 최소 
가격 변동폭은 1bp의 반(0.005= 계약당 $12.50)입니다. 이미 
최근월물 계약의 만기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이 최소 틱 변동 
단위는 1bp의 1/4(0.0025=계약당 $6.25)로 바뀝니다.

유로달러 옵션은 선물 가격의 유리한 변동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을 제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레이더와 헤저가 미국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 시각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megroup.co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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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도표는 여러 행사가격의 미결제약정이 수십만 건에 달했던 2015년 6월 계약의 상세 내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약 도표에 표시된 
콜과 풋 총 미결제 약정은 각 100만, 260만 건에 달했습니다.

콜 요약 vs. 99.660
총계 ITM(내가격) OTM(외가격)
OI 변동 OI 변동 OI 변동
1,114,084 -194,756 578,800 -92,910 535,284 -101,846

풋 요약 vs. 99.660
총계 ITM(내가격) OTM(외가격)
OI 변동 OI 변동 OI 변동
2,625,045 -46,080 3,500 200 2,621,545 -46,280

옵션 유동성

특정 계약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현재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을 
의미합니다(해당 계약이 거래되었으나 이를 상계하는 거래를 통해 아직 청산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하며, 옵션의 경우 아직 행사되거나 
양도되지 않은 계약을 의미함). 미결제 약정이 높으면 높을 수록, 유동성도 높으며 이는 해당 옵션 계약이나 계약 내 행사권을 거래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유로달러 옵션 상품 전반에 걸쳐, 미결제 약정은 3천만 계약을 초과하며 충분한 물량의 근월 분기물 
계약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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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5 – 미결제 약정

유로달러 옵션 미결제 약정 
(2015년 3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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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전략

거래 예시: 단기금리(STIRS)가 계약 만료 전에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믿는 경우.

풋 매수: 선물 가격의 하락 가능성에서 이익 창출 

금리 상승➞ 선물 가격 하락 . . . . . . . . . . . 금리 하락➞ 선물 가격 상승 .

cmegroup.com/ir

EDM5 가격: 아래의 가격표는 6월 선물 계약이 99.55에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제 수익률이 0.45%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가격
(ATM) 행사가는 99.50입니다. STIR이 상승할 것(선물 가격 하락)으로 예상하면 풋을 매수합니다. 행사가는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STIR + 
프리미엄에 대한 시각을 토대로 선택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ATM 풋(행사가 99.50)을 매수합니다. 이 풋의 내재 가치(행사가 X와 미래 가격 F 간의 차액)는 선물 가격의 이동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 선물 가격이 행사가 99.50 아래로 하락하면 해당 풋은 내가격(ITM)이 됩니다.

– 만료 시점에 선물 가격이 행사가보다 낮고 내재 가치가 지불한 프리미엄보다 높으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풋의 이론값은 6.70입니다. 6.5 지불 ➞ 이론값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은 0.2입니다

– 선물 가격이 99.435 아래로 하락, 즉 행사가 99.50보다 6.5 이상 낮으면 이익을 얻게 됩니다.

ATM 풋의 손익분기점 도표 
(행사가 99.50)

EDM5 가격:

http://www.cmegroup.co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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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옵션 전략: 이전 예시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면 원래 거래에 반하여 하나나 두 개의 풋을 매도함으로써 비용의 일부를 상계할 수 있
습니다.

풋 스프레드 거래: 더 낮은 행사가의 풋 하나를 이전의 풋에 반하여 매도

• 두 행사가(프리미엄은 차감) 간의 차액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은 제한하지만 현금 지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음

풋 1X2: 행사가 99.50의 등가격 풋을 상대로 두 개의 풋(동일한 가격의 풋) 매도

• 풋 스프레드에 비해 프리미엄 비용을 추가로 줄임(심지어는 프리미엄 이익까지 창출 가능). 단 어느 정도의 하방 리스크를 안게 됨

– * 주: 그 리스크의 수준은 투자자의 시각은 물론, 매도하는 행사가와 매수 가격 간의 차액 수준에 달려 있음

• 1x2가 제시하는 혜택: 시장이 유리하게 움직일 경우(특히 일정 기간 동안), 단기 구간 옵션 중 하나를 다시 매수할 수 있음 ➞ 그럴 경우, 
이 투자는 단순한 풋 스프레드 포지션이 됨

풋 스프레드 풋 1X2



내재 가격 변동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cmegroup.com/confluence/display/EPICSANDBOX/Implied+Orders

CME Eurodollar Futures and Options 에 관한 상세한 시장 데이터, 계약 및 기타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선물: cmegroup.com/eurodollarfuturesquotes
옵션: cmegroup.com/eurodollaroptionsquotes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interestrates@cmegroup.com

PM1370KO/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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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 Group이나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E Group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해당 정보 또는 제공되는 하이퍼링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 CME Group은 어떠한 제3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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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E
유럽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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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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