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은 CFTC 규정 40.1(i)의 요건에 따라 거래소에서 발행하며, 따라서 구속력 있는 규칙이 됩니다.  

이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이하 "MRAN")은 MRAN의 공식 버전인 영문 텍스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영문 

텍스트의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번역으로 인한 차이는 일체 구속력을 갖거나 법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번역본에 기재된 정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문본을 참조하십시오. 
 

게시 날짜를 기준으로 이 MRAN 내의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작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을 시 CME Group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MRAN에 모든 정보가 빠짐 없이 수록된 것은 아니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CME Group은 MRAN에 수록된 정보 또는 MRAN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지지 않습니다. 
 

이 MRAN 의 내용은 다만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CME Group 이 편집한 것이므로 투자, 금융, 법률 또는 규제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정보에 의존하기 전에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CME Group이 제공하는 이 문서에 포함된 자료, 정보 및 진술은 유가증권, 선물 계약, 구조화 상품, 규제 대상 투자 계약 

또는 기타 일체의 투자 상품을 매수하기 위한 제안 또는 권유가 아니며, 여기에 포함된 그 어떤 사항도 거래를 진행시키기 

위한 개인의 계약이나 약속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관련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MRAN은 금융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금융 자문을 제공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생성하거나, 예금을 활성화하거나 예치하거나, 그 밖의 금융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이나 청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MRAN에서 설명하는 모든 예는 설명을 위한 예시용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서 CME Group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MRAN과 그 정보는 (예측 및 그 안에 포함된 향후 전망 진술 포함) CME Group이 작성하였으며 

고문이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특성상, 향후 전망에 대한 진술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 많은 추측, 위험 및 불확실성의 대상이 

됩니다. 향후 전망 보고서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MRAN에 수록된 향후 예측에 관한 진술은 해당 

진술이 언급된 날짜에만 해당되며, CME Group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본 MRAN 에서 논의된 모든 상품 및 상품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집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CME Group에 문의하십시오.    
 

본 문서에 수록된 규칙 및 명세에 관한 모든 사안은 CME, CBOT, NYMEX 및 COMEX 의 공식 규정집(rulebooks)에 따라 

언급된 것입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현행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CME Group은 본 MRAN에 포함된 일체의 자료나 정보가 모든 관할권 또는 국가에서 사용되거나 허용된다고 진술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용이나 배포가 일체의 관련 법규와 상반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공지문은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본 공지문에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따르는 위험은 관련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며, 항상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CME Inc., CBOT, NYMEX 가 각각 공인 시장 운영자로 규제되고 CME Inc.는 증권 및 

선물법(제 289장)("SFA")에 따라 공인 청산소로 규제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CME Group 중 SFA에 따라 규제 활동을 

수행하거나 싱가포르의 금융 자문법(제 110장)에 따라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홍콩에서는 홍콩의 어떤 규제 당국도 본 공지문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공지문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공지문의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독립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CME Group은 홍콩 증권선물 조례에 따라 선물계약을 거래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CME Group, Globe Logo, CME, Globex, E-Mini, CME Direct, CME DataMin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의 상표입니다. CBOT 와 Chicago Board of Trade 는 시카고 시 

무역위원회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의 상표입니다. NYMEX와 ClearPort는 뉴욕 상업거래소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는 상품거래소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 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이들 상표는 이러한 상표를 소유하는 당사자의 서면 허가 없이 수정, 복제, 저장, 

전송, 복사, 배포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권리도 허가, 

양도 또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23 CME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우편 주소: 20 South Wacker Drive, Chicago, Illinois 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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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CFTC 규정 검토 기간을 조건부로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거래일을 기하여 발효되는 본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은 2021년 9월 13일 발행된 CME Group 시장규제 권고 공지문 RA2116-5를 대체합니다.  본 

권고 공지문은 기초 현물 지수 또는 각 상품 챕터에 명시된 연관된 지수 종가 (underlying cash index close 

or a related index as described in the product chapter)에의 베이시스로 BTIC 거래 유형을 확장하는 

CME와 CBOT 규정 524.B. (종가지수 베이시스 거래, Basis Trade at Index Close, “BTIC”) 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행됩니다.   

 

본 권고 공지문에 그 밖의 중대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TAS, TAM, BTIC 또는 TACO 거래로 가격 책정이 가능한 각 적격 상품, 계약월 및 스프레드 상품에 대한 

정보는 각 거래소 규정집 5장 말미에 나오는 "해석 및 특별 공지 섹션 (Interpretations & Special Notices 

Section)”의 TAS(정산가 거래) 도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표는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S 또는 TAM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고려해야 할 규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본 권고 공지문 

섹션 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TAS, TAM, BTIC 및 TACO 거래는 본 권고 공지문과 각 거래소 규정 524의 적용을 받으며, BTIC와 TACO 

거래의 경우 해당 CME 및 CBOT 선물 상품에 관한 모든 장에 기재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 거래소의 

규정 524의 본문은 이 권고 공지문 섹션 6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TAS, TAM, BTIC 및 TACO 거래에 관한 일반 정보 

 

TAS는 당사자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당일 선물 정산가에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TAM은 당사자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래소가 산정하는 기준가에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CME 및 CBOT의 TAS 적격 선물 상품의 주문은 당일 정산가나 정산가 보다  최소 가격 단위 기준으로 4틱 

높거나 낮은 가격에 CME Globex에 입력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CME 및 CBOT의 TAS 적격 선물 상품은 대량 매매, EFP 또는 EFR로 거래할 수 있으며, 당일 정산가나 

정산가 보다 최소 가격 단위 기준으로 4틱 높거나 낮은 가격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NYMEX 및 COMEX의 TAS 및 TAM 적격 선물 상품의 주문은 적용되는 해당일의 정산가나 기준가 (이 중 

해당되는 바에 따라), 또는 해당 정산가나 기준가보다 최소 가격 기준으로 10틱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CME Globex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CME Globex에서 실행할 수 있고 정산가 또는 TAS 

플랫 가격으로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당월물 (spot month) 구리 선물은 제외됩니다.  

http://www.cmegroup.com/trading/trade-at-settlement-outright-calendar-spread-availa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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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EX 및 COMEX의 TAS 및 TAM 적격 선물 상품은 대량 매매, EFP, 또는 EFR로 실행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당일의 정산가나 기준가 (이 중 해당되는 바에 따라), 또는 정산가나 기준가보다 최소 가격 단위 

기준으로 10틱 높거나 낮은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정산가 또는 TAS 플랫 

가격에만 실행할 수 있는 당월물 (spot month) 구리 선물 대량매매, EFP 및 EFR은 제외됩니다.   

 

BTIC은 당사자들이 적격 선물계약의 기초 현물 지수 또는 상품 챕터에 명시된 연관된 지수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종가 수준에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TACO는 당사자들이 적격 선물계약의 기초 현물 지수의 아직 결정되지 않은 특별 개장 호가 (SOQ, 

Special Opening Quotation)에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특정 CME 및 CBOT  선물 상품의 주문은 당일 해당 종가 또는 당일 해당 종가보다 높거나 낮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베이시스에 CME Globex에 입력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CME 및 CBOT선물 상품은 대량매매로 실행하고 기초 선물계약의 현물 지수또는 상품 챕터에 

명시된 연관된 지수의 종가, 또는 그 종가에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CME E-mini S&P 500 선물 주문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다음의 SOQ 또는 그 가격에 베이시스를 추가하여 

그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여 CME Globex에 입력하거나 대량매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반드시 해당 선물 계약에 허용되는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BTIC 

또는 TACO 대량매매 거래의 경우, 협상된 베이시스는 조달 금리, 예상 배당 수익 및 기초 선물 계약 만기 

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어야 합니다.  

 

대량매매로 실행하고 TAS, TAM, BTIC또는 TACO 거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적격 상품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megroup.com/clearing/trading-practices/block-trades.html  
 

2. 규제 고려 사항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TAS나 TAM 대량매매 포지션을 포함하여 TAS나 TAM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정산가나 기준가를 조작하거나 조작하고자 하는 일체의 거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규정의 

위반으로서 (이에 국한 되지 않음), 해당 회원 및/또는 시장 참가자의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알립니다. 

 

• 가격 조작이나 가격 조작 시도 

• 워시 거래 (가장매매) 

• 거래소의 이익이나 안녕에 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본 거래소의 품위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TAS 및 TAM과 관련해 의심되는 조작이나 교란 행위 또는 관련 기초 시장에서의 행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시장규제부는 그러한 행위가 해당 기간동안 시장을 교란하였는지, 공모된 행위인지, 해당 기간동안 

가격의 이상변동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하고자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거래소 시장 및 관련된 

시장에서의 포지션 및 거래 활동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규정 432.L.3에 의거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거래소 직원이 요청한 일체의 장부나 기록 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또는 본 거래소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단축된 제출 마감 시한 이내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규정 위반인 것을 시장 참가자들께 

http://www.cmegroup.com/clearing/trading-practices/block-trad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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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시장규제부는 규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래소 상품 및 일체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참가자의 

거래 및 포지션의 본질에 대한 장부와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항시 지닙니다.   

 

3. CME Globex에서의 TAS, TAM, BTIC 및 TACO 주문 입력 

 

규정 524는 적용되는 바에 따라 각 그룹의 개장 준비 시간(pre-open)이 개시된 후, 그리고 해당 계약의 

TAS, TAM, BTIC, 또는 TACO 거래가 제공되는 시간 중에만 TAS, TAM, BTIC나 TACO 주문을 CME 

Globex에 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시간 외에 일체의 TAS, TAM, BTIC 또는 TACO 주문을 CME 

Globex에서 개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시장이 개장 전 준비 상태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보안상태메세지(security status message)를 수령하기 

전에 TAS, TAM, BTIC나 TACO 주문을 입력하는 시장 참가자는 해당 주문이 CME Globex 

시스템으로부터 거부 되었더라도 비지니스윤리위원회(Business Conduct Committee) 위원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제재에는 벌금, 보안 상태 메시지 수령 전에 입력되어 CME 

Globex에 접수된 모든 주문에서 얻은 모든 이익의 반환, 그리고/또는 시장 액세스 차단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반드시 TAS, TAM 및 BTIC 및 TACO 주문이 보안 상태 메시지 수령 전에 

개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프로토콜을 갖춰야 합니다. 

 

4. TAS 및 TAM 캘린더 스프레드 

 

TAS 도표에 명시된 것처럼, 특정 동일 상품 간(intra-commodity) 캘린더 스프레드 주문을 CME Globex에 

입력하고 정산가나 기준가, 또는 정산가나 기준가보다 지정된 틱 수만큼 높거나 낮은 가격에 가격 책정을 

허용합니다. 

 

또한, 일부 NYMEX 및 COMEX의 동일 상품 간 캘린더 스프레드 주문을 대량매매로 실행하고 정산가 또는 

기준가 또는 그 가격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베이시스 값을 추가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CME Globex에서 또는 허용된 방식으로 대량매매로 거래된 TAS 및 TAM 스프레드 거래 구간이  0 또는 

마이너스 베이시스에 (적격 NYMEX 및 COMEX 상품의 경우 -1에서 -10)(적격 CME 및 CBOT 상품의 경우 

-1에서 -4)에 체결된 경우, 가격 책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스프레드가 0에 거래되는 경우, 각 구간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각 계약월의 정산가나 기준가로 

가격이 책정될 것입니다. 

    

•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베이시스로 거래되는 경우, 해당 스프레드의 근월물 구간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월의 정산가나 기준가에 가격이 책정됩니다. 해당 스프레드의 원월물 구간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정산가나 기준가에서 해당 TAS나 TAM에서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합의된 베이시스를 차감한 가격이 책정될 것입니다. 

 

플러스 베이시스 (적격 NYMEX 및 COMEX 상품의 경우 +1에서 +10)(적격 CME 및 CBOT 상품의 경우 

+1에서 +4)로 실행된 TAS 및 TAM 스프레드 거래 구간은 다음과 같이 가격이 책정됩니다: 

 

CME Globex에서 실행된 경우: 

 

• 스프레드가 플러스 베이시스에 거래되는 경우, 해당 스프레드의 원월물 구간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월의 정산가나 기준가에 가격이 책정됩니다. 해당 스프레드의 근월물 구간은 해당 

계약월에 적용되는 정산가나 기준가에 해당 TAS나 TAM에서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합의된 베이시스를 더한 가격이 책정될 것입니다. 

 

 대량매매로 실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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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스프레드가 플러스 베이시스에 거래되는 경우, 해당 스프레드의 근월물 구간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월의 정산가나 기준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해당 스프레드의 원월물 

구간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월에 적용되는 정산가나 기준가에서 해당 TAS나 TAM에서 

허용되는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합의된 베이시스를  차감한 가격이 책정될 

것입니다.  

 

5.  TAS, BTIC 및 TACO 가격 책정 및 일일 가격 한도 

 

CME 생우(Live Cattle), 비육우(Feeder Cattle), 돈육(Lean Hogs) 선물 및 CBOT 옥수수(Corn), 

대두(Soybean), 대두유(Soybean Oil), 대두박(Soybean Meal), 소맥(Wheat) 및 KC HRW 

Wheat(경질적동소맥) 선물에는 일일 가격 한도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정산가보다 높거나 낮은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스프레드를 추가한(-4에서 -1 또는 +1에서 +4) 가격이 책정된 상품을 거래한 시장 

참가자들은 일일 가격 한도를 초과하거나 그에 미달하는 최종 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TIC 및 TACO 거래에도 해당 선물의 일일 가격 한도를 벗어나는 선물 가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6. CME, CBOT, 및 NYMEX/COMEX 규정 524 본문 

 
CME 및 CBOT 

 

524. 정산가거래 (“TAS”), 지수 종가 베이시스 거래 ("BTIC") 및 현물 개장가 베이시스 거래 (“TACO”)  

 본 거래소는 TAS, BTIC 및 TACO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 계약월 및 시간대를 결정한다. TAS, BTIC나 TACO 

거래로 가격 책정할 수 있는 특정 상품들은 거래소 규정집 5 장의 말미에 나오는 TAS 도표 (“도표”)에 

기재되어있다.  

 524.A. 정산가 거래 (“TAS”)  

 다음 내용은 TAS 거래를 통제한다: 

1. TAS 주문은 해당 계약이 Globex에서 TAS 거래가 제공되는 시간과 그러한 TAS 적격 계약의 지정된 개장 

준비 시간 동안 언제든지 Globex에 입력할 수 있다. 이 시간 이외 다른 시간에는 Globex에서 일체의 TAS 

주문을 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도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TAS 적격 상품과 계약월은 규정 526 의 요건에 준하여 대량매매로 

실행하거나 규정 538에 준하여 현물 선물 교환 ("EFP") 이나 리스크 선물 교환 ("EFR") 거래로 실행할 수 

있다. 

 3. 본 거래소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TAS 거래는 당일의 정산가나 정산가보다 4 틱 높거나 낮은 

가격에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실행할 수 있다.  

 524.B.   종가지수 베이시스 거래 ("BTIC")   

 종가지수 베이시스 거래 ("BTIC")는 선물 계약의 특정 거래일의 기초 현물 지수 또는 상품 챕터에 명시된 연관된 

지수의 종가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베이시스”) 가격이 책정되는 선물 계약을 말한다.  BTIC 거래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1. BTIC 주문은 해당 계약이 Globex에서 BTIC거래가 제공되는 시간과 그러한 BTIC 적격 계약의 지정된 

개장 준비 시간 동안 언제든지 Globex에 입력할 수 있다. 이 시간 이외 다른 시간에 Globex에서 일체의 

BTIC 주문을 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도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BTIC 적격 상품과 계약월은 규정 526의 요건에 준하여 대량매매로 실행할 

수 있다. 단, BTIC 적격 선물 계약의 만기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BTIC대량매매를 실행할 수 없다.  

  3. 일체의 BTIC 거래에 책정된 베이시스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장에 명시된 해당 선물 계약에 허용되는 최소 

가격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BTIC 거래에 지정되는 선물 가격은  거래일의 해당 현물 지수 또는 

상품 챕터에 명시된 연관된 지수의 종가 수준에  BTIC 거래에서 합의된 베이시스로 조정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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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BTIC 적격 선물 계약의 경우, BTIC 대량매매의 베이시스 규모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조달 금리, 예상 배당 수익 및 기초 선물 계약 만기 

시점까지 잔존 기간이 포함된다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BTIC선물 거래에는 일일 가격 한도를 벗어나는 

선물 가격이 지정될 수 있다.  

   인덱스 제공자에 의해 인덱스 가격이 수정되지 않는 한 지정된 선물 가격은 거래소에 의해 결정된 때에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익영업일 오후 4시 (중부표준시(CT) 기준) 이전에 해당되는 현물 지수 

또는 상품 챕터에 명시된 연관된 지수의제공자에 의해 현물 지수 또는 상품 챕터에 기술된 연관된 지수의 

종가 수준이 수정된다면, 그러한 BTIC 거래에 해당하는 지정된 선물 가격은 해당하는 수정된 종가 수준을 

사용하고 그러한 BTIC 거래에서 확정된 베이시스로 조정하여 수정되며, 이 때 지정된 선물 가격이 그 

시점에서의 최종가격으로 간주된다.  

  4. 지수 및 적용되는 지수의 마감 시점 (index and the applicable index closing times) 공표에 있어서의 장애 

상황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자세한 상품별 BTIC 요건은 해당 규정집의 상품을 다루는 장에 기재되어 

있다. 

  524.C. 현물 개장가 베이시스 거래 ("TACO") 

  현물 개장가 베이시스 거래 ("TACO")는 선물계약의 기초 현물 지수의 다음 정기 특별 개장 호가("SOQ")를 

참조하여(“베이시스”) 가격을 책정하는 선물 거래를 칭한다. 다음 내용은 TACO 거래를 통제한다: 

1. Globex에서 해당 계약의 TACO 거래가 제공되는 시간과 그러한 TACO 적격 계약의 지정된 개장 준비 

시간 동안 언제든지 Globex 에서 TACO 주문을 입력할 수 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Globex에서 

일체의 TACO 주문을 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도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TACO 적격 상품과 계약월은 규정 526의 요건에 준하여 대량매매로 실행할 

수 있다. 만기가 되는 TACO 적격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현물 지수 SOQ를 참조하는 TACO 대량매매는 

그러한 계약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금지된다.  

3. 일체의 TACO 거래에 책정된 베이시스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장에 명시된 해당 선물 계약에 허용되는 최소 

가격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TACO 거래에 지정되는 선물 가격은 해당 현물 지수의 다음 정기 

SOQ에 TACO 거래에서 합의된 베이시스로 조정한 가격이다. 

모든 TACO 적격 선물계약의 경우, TACO 대량매매의 베이시스 규모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조달 금리, 예상 배당 수익 및 기초 선물 계약 만기 

시점까지 잔존 기간이 포함된다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TACO 거래에는 해당 선물의 일일 가격 한도를 

벗어나는 선물 가격이 지정될 수 있다. 

4. 특정 현물 지수의 주요 발행 거래소에 장애가 발생하여(또는 비미국 현물 지수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증권 거래소나 시장의 장애가 발생하여) 그러한 현물 지수 관리자가 예정된 정기 SOQ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선물계약에 기초를 둔 대기 중인 모든 TACO 거래와 실행된 TACO 거래는 모두 본 

거래소에 의해 취소될 것이다. 그러한 시장 장애 사고는 전적으로 본 거래소의  재량으로 공표된다.  

5. 자세한 상품별 TACO 요건은 해당 규정집의 상품을 다루는 장에 기재되어 있다. 

 

NYMEX/COMEX 

 

524. 정산가 거래(“TAS”) 및 기준가 거래("TAM") 

 본 거래소는 TAS 및 TAM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 계약월 및 시간대를 결정한다. TAS나 TAM 거래로 가격 

책정이 허용된상품, 계약월, 및 스프레드에 관한 정보는 5장의 말미에 나오는 TAS 도표에 기재되어 있다.  

 524.A. 정산가(“TAS”) 거래 

 다음 내용은 TAS 거래를 통제한다: 

 1. Globex에서 해당 계약의 TAS 거래가 제공되는 시점과 그러한 TAS 적격 계약의 지정된 개장 준비 시간에 

언제든지 Globex 적격 TAS 주문을 입력할 수 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Globex에서 일체의 

TAS 주문을 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도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TAS 적격 상품과 계약월은 규정 526 의 요건에 준하여 대량매매로 

실행하거나 규정 538에 준하여 현물 선물 교환 ("EFP") 이나 리스크 선물 교환 ("EFR") 거래로 실행할 수 

있다. 

 3. 본 거래소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TAS 거래는 당일의 정산가나 이 정산가를 기준으로 10틱 높거나 

낮은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스프레드를 추가한 가격에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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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B. 기준가(“TAM”) 거래  

다음 내용은 TAS 거래를 통제한다: 

1. Globex에서 적격 계약의 TAM 거래가 제공되는 시점과 그러한 TAM 적격 계약의 지정된 개장 준비 시간에 

언제든지 Globex 적격 TAM 주문을 입력할 수 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Globex에서 일체의 

TAM 주문을 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도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TAM 적격 상품과 계약월은 규정 526 의 요건에 준하여 대량매매로 

실행하거나 규정 538에 준하여 현물 선물 교환 ("EFP") 이나 리스크 선물 교환 ("EFR") 거래로 실행할 수 

있다. 

3. 본 거래소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TAM 거래는 당일에 지정된 기준가나 이 기준가보다 10틱 높거나 

낮은 (최소 가격 단위에 준하여) 스프레드를 추가한 가격에 실행할 수 있다. 

 

 

본 권고 공지문와 관련한 질문은 다음 시장규제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Minju Kang, Manager, Rules & Regulatory Outreach, +82 2 6297 0252  

Erin Middleton, Director, Rules & Regulatory Outreach, 312.341.3286 

Paige Gawrys, Senior Specialist, Rules & Regulatory Outreach, 312.872.5078 

Jennifer Dendrinos, Senior Director, Investigations, 312.341.7812 

Urmi Graft, Director, Investigations, 312.341.7639 

Myles Peralta, Lead Investigator, 312.454.5310 

 

 
본 권고 공지문와 관련한 미디어 문의는  312.930.3434 또는 news@cmegroup.com 을 통해 CME Group의 

기업홍보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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