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분기 대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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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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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4,670 35%  $3,183,780 12,918,074 1,386,568 4%  $1,386,433 38% 41,216,923

10년물 미국 재무부 중기채 CBOT ZN OZN $100,000 1/32의 1/2 = $15.625 2,022,218 36%  $202,222 4,044,514 828,965 71%  $82,897 81% 3,366,837

5년물 미국 재무부 중기채 CBOT ZF OZF $100,000 1/32의 1/4 = $7.8125 1,301,690 43%  $130,169 4,695,255 194,883 79%  $19,488 77% 1,906,627

2년물 미국 재무부 중기채 CBOT ZT OZT $200,000 1/8 of 1/32 = $7.8125 618,183 41%  $123,637 2,752,772 16,278 32%  $3,256 73% 181,893

미국 국채 CBOT ZB OZB $100,000 1/32 = $31.25 431,012 43%  $43,101 943,667 180,299 79%  $18,030 91% 9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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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064 128%  $1,565,320 2,281,980 24 41%  $121 3% 1,944

초장기 국채 CBOT UB OUB $100,000 1/32 = $31.25 211,422 42%  $21,142 1,091,022 1,020 368%  $102 16% 38,378

울트라 10년물 CBOT TN OTN $100,000 1/32의 1/2 = $15.625 206,873 47%  $20,687 711,435 2 -86%  $0 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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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00 해당사항 없음  $21,290 73,420 – – – – –

MAC 스왑 선물 CBOT T1U, F1U, 
N1U, B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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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9 -15%  $338 43,19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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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0,305 71%  $300,709 2,694,926 886,274 47%  $119,379 100% 3,6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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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296 136%  $95,141 203,989 11,957 -9%  $1,653 100% 34,598

E-mini Dow $5 CBOT YM OYMC/OYMP $5 x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 1.00 = $5.00 295,374 142%  $36,623 73,727 602 39%  $74 100% 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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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14 61%  $14,313 470,966 2,234 11%  $170 100% 11,775

니케이 225 (엔화 표시) CME NIY – ¥500 x Nikkei 평균지수 5.00 = ¥2500 51,968 18%  $5,047 61,89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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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4 48%  $4,269 94,895 – – – – –

니케이 225 (미 달러화 표시) CME NKD KN/JN $5.00 X 니케이 평균지수 5.00 = $25.00 16,547 2%  $1,804 23,1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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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6 -18%  $2,862 36,791 50,173 -18%  $33,636 0% 18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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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3 170%  $1,451 115,409 – – – – –

미국식 옵션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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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1,659 1%  $69,481 2,104,675 227,063 36%  $12,633 77% 3,923,152

헨리허브 천연가스 NYMEX NG ON, LN 10,000 mmBtu $0.001 (0.1¢)/mmBtu 536,477 9%  $18,731 1,234,072 130,650 -16%  $4,525 63% 2,214,026

RBOB 휘발유 NYMEX RB OB 42,000 미국 갤런 $0.0001 / 갤런 187,262 9%  $13,375 390,731 681 -1%  $50 18% 11,826

뉴욕항 ULSD NYMEX HO OH 42,000 미국 갤런 $0.0001 / 갤런 183,155 6%  $15,971 368,298 2,118 12%  $181 12% 74,821

원유(브렌트) NYMEX BZ BZO 1,000 미국 배럴 $0.01 / 배럴 96,890 42%  $6,667 211,817 13,888 309%  $1,012 37% 26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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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16 3%  $34,448 505,986 28,516 -22%  $4,087 99% 224,215

JPY/USD CME 6J JPU 12,500,000 일본 엔 일본 엔 당 $.0000005 ($6.25/계약) 150,577 -6%  $16,754 216,224 12,546 10%  $1,397 97% 113,275

GBP/USD CME 6B GPU 62,500 영국 파운드 영국 파운드 당 $0.0001 ($6.25/
계약)

122,432 -10%  $9,858 212,470 14,401 -3%  $1,165 94% 165,410

AUD/USD CME 6A ADU 100,000 호주 달러 호주 달러 당 $0.0001 ($10.00/
계약)

103,221 5%  $7,413 122,428 6,066 26%  $436 100% 64,572

CAD/USD CME 6C CAU 100,000 캐나다 달러 $.00005 / 캐나다 달러 
 ($5.00/계약)

81,231 8%  $6,150 170,168 6,197 -21%  $471 100% 65,694

MXN/USD CME 6M 6M 500,000 멕시코 페소 멕시코 페소 당 $.00001 ($5.00/
계약)

65,480 15%  $1,636 151,235 79 -70%  $2 78% 2,714

CHF/USD CME 6S CHU 125,000 스위스 프랑 $0.0001 / 스위스 프랑 ($12.50/
계약)

26,580 -7%  $3,353 67,730 70 -73%  $9 100%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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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V(단위: $백만) 전산거래 비율 미결제약정
옥수수 CBOT ZC OZC 5,000부셸 $0.0025 / 부셸 321,944 -1%  $6,076 1,592,333 66,382 -1%  $1,244 77% 949,381

대두 CBOT ZS OZS 5,000부셸 $0.0025 / 부셸 211,497 -11%  $9,403 665,638 57,832 1%  $2,573 84% 450,699

시카고 SWR 소맥 CBOT ZW OZW 5,000부셸 $0.0025 / 부셸 108,881 -9%  $2,827 444,401 27,906 26%  $719 84% 322,584

대두박 CBOT ZM OZM 100 숏톤 10센트 / 숏톤 112,769 4%  $3,524 427,779 6,952 -21%  $217 72% 100,040

대두유 CBOT ZL OZL 60,000 파운드 $0.0001 / 파운드 123,548 -2%  $2,116 475,932 5,910 -21%  $101 73% 67,281

생우 CME LE LE 40,000 파운드 $0.00025 / 파운드 62,272 5%  $2,963 376,145 7,550 -33%  $359 90% 149,152

돈육 CME HE HE 40,000 파운드 $0.00025 / 파운드 49,395 12%  $1,296 217,959 10,212 5%  $260 87% 190,625

KC HRW 소맥 CBOT KE OKE 5,000부셸 $0.0025 / 부셸 47,030 1%  $1,204 294,617 2,589 89%  $66 69% 7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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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898 -18%  $32,564 451,360 49,952 33%  $6,188 85% 1,184,907

구리 NYMEX HG HX 25,000 파운드 $0.0005 / 파운드 102,792 -17%  $7,085 224,760 1,758 118%  $121 77% 1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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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70 -8%  $6,130 176,159 6,870 33%  $502 82% 221,725

플래티넘 COMEX PL PO 50 트로이온스 $0.10 / 트로이온스 19,605 -5%  $807 82,828 128 -33%  $5 45% 4,413

팔라듐 COMEX PA PAO 100 트로이온스 $0.05 / 트로이온스 5,297 6%  $592 26,773 45 -84%  $5 6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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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8 17,119

두바이유 (플래츠) (선물) DCD 1,000 미국 배럴 (42,000 갤런) 배럴 당 $0.001 ($1.00/계약) 46 8,412

경질 적춘소맥 (선물) MWE 5,000부셸 부셸 당 1/4센트 ($12.50/계약) 8,381 61,893

KOSPI 200 지수 (선물) K2F KOSPI 200 선물 가격 x ₩250,000 0.05 포인트 (₩12,500/계약) 30,669 해당사항 없음

USD/KRW 통화 (선물) KUF $10,000 USD 0.10 포인트 (₩1,000/계약) 5,978 해당사항 없음

팜원유 (선물) FCPO 25 미터톤 메트릭톤 당 RM1 (RM25/계약)  44,330 213,519

FTSE 쿠알라룸푸르 지수 (선물) FKLI FTSE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종합지수 (FBM KLCI) x RM50 0.5 지수 포인트 (RM25/계약)  10,550 19,779

CME Group 출시 상품 
상품명 자산군 상품 코드 출시일 

MPC SONIA 선물 금리 MPC 10월 1일

분기 IMM SONIA 선물 금리 SON 10월 1일

WTI Houston (실물인도) 원유 선물 에너지 HCL 11월 5일

WTI Houston 원유 옵션 에너지 HCO 11월 5일

LNG JKM (Platts) Half Month 근월/원월 선물 에너지 JKF, JKB 11월 19일

다우존스산업평균 TR(Total Return) 선물 주가지수 DTT 12월 3일

NASDAQ-100 TR(Total Return) 선물 주가지수 N1T 12월 3일

Russel 1000 TR(Total Return) 선물 주가지수 R1B 12월 3일 

USGC 선박 연료 0.5% (Platts) 선물 에너지 H5F 12월 10일

메탄올 FOB Houston (Argus) 선물 에너지 MTH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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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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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2019 CME Group and芝商所. All rights reserved. PM210KO/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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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