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분기 대표 상품

금리
계약 거래소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 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 선물 옵션

ADV 
ADV 변동률 (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미결제약정 ADV 
ADV 변동률 (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전산거래 비율 미결제약정

유로달러 CME GE GE 연간 베이시스 포인트 당 $25 근월: 0.0025 = $6.25 
기타: 0.005 = $12.50

2,185,510 -1%  $2,184,518 14,319,715 1,080,160 1%  $1,080,039 31% 42,694,422

10년물 미국 재무부 중기채 CBOT ZN OZN $100,000 1/32의 1/2 = $15.625 1,546,969 7%  $154,697 4,021,307 518,596 -7%  $51,860 81% 3,043,779

5년물 미국 재무부 중기채 CBOT ZF OZF $100,000 1/32의 1/4 = $7.8125 955,641 15%  $95,564 4,433,007 122,001 12%  $12,200 77% 1,540,145

2년물 미국 재무부 중기채 CBOT ZT OZT $200,000 1/32의 1/4 = $15.625 420,808 19%  $84,162 2,223,076 25,488 71%  $5,098 75% 231,325

미국 국채 CBOT ZB OZB $100,000 1/32 = $31.25 315,616 12%  $31,562 892,255 127,489 0%  $12,749 87% 898,192

연방기금금리 30일물 CBOT ZQ OZQ 연간 베이시스 포인트 당 $41.67 근월물: 0.0025 = 10.4175 
기타: 0.0050 = 20.835

164,054 3%  $820,269 1,888,275 11 -88%  $55 100% 1,600

초장기 국채 CBOT UB OUB $100,000 1/32 = $31.25 167,234 26%  $16,723 1,050,323 214 78%  $21 41% 9,499

울트라 10년물 CBOT TN OTN $100,000 1/32의 1/2 = $15.625 161,267 34%  $16,127 616,685 – – – – –

SOFR 선물 CME SR1, SR3 - SR1: 연간 bp당 $41.67 
SR3: 연간 bp당 $25

SR1: 근월: 0.0025 = 10.4175 
기타: 0.0050 = 20.835 
SR3: 근월: 0.0025 = $6.25 
기타: 0.005 = $12.50

4,757 해당사항 없음  $11,625 33,538 – – – – –

MAC 스왑 선물 CBOT T1U, F1U, 
N1U, B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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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5 -36%  $257 46,603 – – – – –

주가지수
계약 거래소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 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 선물 옵션

ADV 
ADV 변동률 (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미결제약정 ADV 
ADV 변동률 (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전산거래 비율 미결제약정

E-mini S&P 500 CME ES ES $50 x S&P 500 지수 0.25 = $12.50 
캘린더 스프레드 0.05 = $2.50

1,296,923 -7%  $185,396 2,781,980 564,303 0%  $80,528 100% 3,989,518

E-mini NASDAQ-100 CME NQ NQ $20 X Nasdaq-100 지수 0.25 = $5.00 
캘린더 스프레드 0.05 = $1.00

385,600 23%  $57,399 247,315 10,011 -27%  $1,488 100% 63,708

E-mini Dow $5 CBOT YM OYMC/OYMP $5 x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 1.00 = $5.00 155,897 28%  $19,964 108,283 328 23%  $42 100% 5,641

E-mini 러셀 2000 CME RTY RTO $50 x Russell 2000 지수 0.10 = $5.00 
캘린더 스프레드 0.05 = $2.50

126,713 114%  $10,789 523,936 1,599 90%  $136 100% 25,297

니케이 225 (엔화 표시) CME NIY - ¥500 x Nikkei 평균지수 5.00 = ¥2500 31,283 -16%  $3,187 69,134 – – – – –

E-mini S&P MidCap 400 CME EMD EMD $100 X S&P 중형주 400 지수 0.10 = $10.00 
캘린더 스프레드 0.05 = $5.00

17,081 -4%  $3,130 122,989 – – – – –

니케이 225 (미 달러화 표시) CME NKD KN/JN $5.00 X 니케이 평균지수 5.00 = $25.00 9,989 -5%  $1,132 35,199 – – – – –

S&P 500 CME SP CS/PS $250 x S&P 500 지수 0.10 = $25.00 
캘린더 스프레드 0.05 = $12.50

3,129 -35%  $2,255 32,979 39,420 -28%  $28,089 0% 271,921

E-mini S&P 섹터 선물 CME XAY, XAP, XAE, XAF, 
XAV, XAI, XAB, XAK, 
XAU, XAR

- XAF: $250 x 해당 지수 가격 
기타 모든 Select Sector 선물: $100 x 해당 
S&P Select Sector 지수 가격

XAF, XAR: 0.05 = $12.50  
그 외 전부: 0.10 = $10.00

11,605 39% 117,483 – – – – –

미국식 옵션뿐임.

CME, CBOT, NYMEX, COMEX 및 KCBT의 전통을 이어받은 CME Group 시장은 세계의 상업적 생산자와 제조업자,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고유자산 운용사 및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개인 트레이더가 모여 가장 폭넓은 범위의 글로벌 벤치마크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CME Group 시장은 깊고 다양한 유동
성 풀(pool)울 창츌하여 귀하로 하여금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각각의 거래에서 가능한 최대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목록은 금리, 주가지수, 에너지, 통화(FX), 농산물 및 금속에 기초한 CME 그룹의 주요 선물 및 옵션 계약입니다. *표시된 티커는 CME Globex 상품 코드입니다.



에너지

계약 거래소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 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 선물 옵션

ADV 
ADV 변동률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미결제약정 ADV 
ADV 변동률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전산거래 비율 미결제약정
원유(WTI) NYMEX CL LO 1,000 미국 배럴 $0.01 / 배럴 1,013,181 -29%  $69,452 2,255,749 161,132 -6%  $10,297 77% 3,988,348

헨리허브 천연가스 NYMEX NG ON, LN 10,000 mmBtu $0.001 (0.1¢)/mmBtu 402,066 5%  $11,584 1,623,201 83,892 -17%  $2,376 66% 2,112,429

RBOB 휘발유 NYMEX RB OB 42,000 미국 갤런 $0.0001 / 갤런 201,894 -9%  $16,899 419,158 424 -74%  $36 20% 8,307

뉴욕항 ULSD NYMEX HO OH 42,000 미국 갤런 $0.0001 / 갤런 164,006 -13%  $15,050 416,824 1,308 -10%  $120 11% 51,789

원유(브렌트) NYMEX BZ BZO 1,000 미국 배럴 $0.01 / 배럴 70,248 -15%  $5,303 200,540 10,168 205%  $773 40% 355,356

외환

계약 거래소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 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 선물 옵션

ADV 
ADV 변동률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미결제약정 ADV 
ADV 변동률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전산거래 비율 미결제약정
EUR/USD CME 6E EUU 125,000 유로 유로 당 $.00005 ($6.25/계약) 265,920 11%  $38,762 479,833 29,614 -34%  $4,319 99% 277,015

JPY/USD CME 6J JPU 12,500,000 일본 엔 일본 엔 당 $.0000005 ($6.25/계약) 125,144 -27%  $14,072 234,221 11,383 -30%  $1,282 98% 114,560

GBP/USD CME 6B GPU 62,500 영국 파운드 영국 파운드 당 $0.0001 ($6.25/계약) 123,719 4%  $10,102 217,848 13,172 4%  $1,075 98% 188,836

AUD/USD CME 6A ADU 100,000 호주 달러 호주 달러 당 $0.0001 ($10.00/계약) 107,796 3%  $7,866 156,217 5,985 -24%  $436 99% 70,198

CAD/USD CME 6C CAU 100,000 캐나다 달러 $.00005 / 캐나다 달러  ($5.00/계약) 75,212 -11%  $5,762 113,360 6,552 -37%  $502 100% 74,400

MXN/USD CME 6M 6M 500,000 멕시코 페소 멕시코 페소 당 $.00001 ($5.00/계약) 65,676 35%  $1,716 213,663 74 484%  $2 70% 2,049

CHF/USD CME 6S CHU 125,000 스위스 프랑 $0.0001 / 스위스 프랑 ($12.50/계약) 29,289 -11%  $3,742 53,308 115 -28%  $15 100% 3,339



농업

계약 거래소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 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 선물 옵션

ADV 
ADV 변동률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미결제약정 ADV 
ADV 변동률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전산거래 비율 미결제약정
옥수수 CBOT ZC OZC 5,000부셸 $0.0025 / 부셸 330,713 -7%  $6,072 1,687,810 108,606 -7%  $1,960 75% 1,455,235

대두 CBOT ZS OZS 5,000부셸 $0.0025 / 부셸 175,160 -15%  $7,599 866,033 65,871 -22%  $2,832 81% 716,447

시카고 SWR 소맥 CBOT ZW OZW 5,000부셸 $0.0025 / 부셸 146,838 10%  $3,975 466,259 42,216 35%  $1,125 76% 425,813

대두박 CBOT ZM OZM 100 숏톤 10센트 / 숏톤 118,605 15%  $3,802 517,353 10,432 29%  $334 72% 168,963

대두유 CBOT ZL OZL 60,000 파운드 $0.0001 / 파운드 107,207 -12%  $1,841 559,831 5,123 -26%  $87 67% 88,269

생우 CME LE LE 40,000 파운드 $0.00025 / 파운드 65,326 3%  $2,945 331,189 8,793 -8%  $394 87% 187,467

돈육 CME HE HE 40,000 파운드 $0.00025 / 파운드 60,325 23%  $1,402 224,556 15,089 20%  $352 91% 277,164

KC HRW 소맥 CBOT KE OKE 5,000부셸 $0.0025 / 부셸 55,752 13%  $1,533 273,941 4,487 122%  $122 60% 83,019

금속

계약 거래소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 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 선물 옵션

ADV 
ADV 변동률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미결제약정 ADV 
ADV 변동률 

 (전년 동분기비)
명목 ADV 

(단위: $백만) 전산거래 비율 미결제약정
금 COMEX GC OG 100 트로이온스 $0.10 / 트로이온스 301,603 -5%  $36,720 457,853 48,771 7%  $5,936 77% 1,295,085

구리 NYMEX HG HX 25,000 파운드 $0.0005 / 파운드 136,275 23%  $9,341 238,539 1,637 202%  $112 72% 23,151

은 COMEX SI SO 5,000 트로이온스 $0.005 / 트로이온스 
(아웃라이트 거래),  
$0.001/트로이 온스  
(스프레드/결제)

88,807 -9%  $6,646 204,131 7,978 16%  $599 75% 226,767

플래티넘 COMEX PL PO 50 트로이온스 $0.10 / 트로이온스 22,014 11%  $897 71,308 247 54%  $10 54% 5,354

팔라듐 COMEX PA PAO 100 트로이온스 $0.05 / 트로이온스 5,779 11%  $540 23,288 119 -69%  $11 47% 2,042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megroup.com/leadingproduct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데이터
계약 선물 티커* 계약 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 선물

ADV 미결제약정

오만유 (선물) OQD 1,000 미국 배럴 (42,000 갤런) 배럴 당 $0.01 ($10.00/계약) 4,914 28,608

두바이유 (플래츠) (선물) DCD 1,000 미국 배럴 (42,000 갤런) 배럴 당 $0.001 ($1.00/계약) 295 15,912

경질 적춘소맥 (선물) MWE 5,000부셸 부셸 당 1/4센트 ($12.50/계약) 8,726 61,586

KOSPI 200 지수 (선물) K2F KOSPI 200 선물 가격 x ₩250,000 0.05 포인트 (₩12,500/계약) 13,711 해당사항 없음

USD/KRW 통화 (선물) KUF $10,000 USD 0.10 포인트 (₩1,000/계약) 6,780 해당사항 없음

팜원유 (선물) FCPO 25 미터톤 메트릭톤 당 RM1 (RM25/계약)  42,936 272,592

FTSE 쿠알라룸푸르 지수 (선물) FKLI FTSE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종합지수 (FBM KLCI) x RM50 0.5 지수 포인트 (RM25/계약)  9,782 23,915

CME Group 출시 상품 
상품명 자산군 상품 코드 출시일 

상품명 자산군 상품 코드 출시일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표준 (PRIMA) 선물 에너지 LCF 7월 16일

Bloomberg 커모더티 지수 선물 BTIC(종가지수 베이시스 거래) 주가지수 AWT 8월 13일

LNG 일본/한국 마커 (플래츠) 선물 평균가격옵션 에너지 JKO 8월 27일

E-mini S&P 통신서비스 주요 섹터 선물 주가지수 XAZ 9월 10일

아시아 시장에 대한 면책조항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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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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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받아들여져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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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그룹이나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E그룹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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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 승인, 보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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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zed Market Operator (공인시장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Automated Trading Service (자동매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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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CME 그룹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 및 호주에서 각각 자본시장법 제9조 5항 및 2001년 기업법(C)와 그 관련 규정상의 정의에 의한 “전문투자자”에의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배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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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글로벌 지사CME Group 본사

20 South Wacker Drive
Chicago, Illinois 60606
cmegroup.com 싱가포르 방갈로르 베이징 

+65 6593 5555 +91 80 3323 2300 +86 10 5913 1300

벨파스트 캘거리 홍콩
+44 28 9089 6600 +1 403 444 6876 +852 2582 2200

휴스턴 상파울루 서울
+1 713 658 2347 +55 11 2787 6279 +82 2 6336 6700

시드니 도쿄 워싱턴 D.C.
+61 2 8051 3210 +81 3 3242 6233 +1 202 638 3838

시카고 
+1 312 930 1000

뉴욕
+1 212 299 2000

런던
+44 20 3379 3700

http://www.cmegroup.com/leading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