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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그룹 전용으로 고안된 옵션 가격산정 및 분석 도구

이용자 안내서

옵션 가격산정, 분석 및 글로벌 협업 도구

CME 그룹은 퀵스트라이크와 제휴하여 고객들에게 상호 대화식 옵션 가격 산정 및 분석 도구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도구는 저희 옵션 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조명을 제공함과 함께 현재 및 과거의
(행사가격별) 변동성, 간략한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 정보, 델타 시트, 옵션 가격 분석, 스프레드 분석및
리스크 그래프 등에 대한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퀵스트라이크는 사용 도중에 끊기지 않고 써 보실 수 있도록 어느 PC 나, 맥 컴퓨터,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다음 모든 브라우저에서 쉽게 실행 가능합니다 :
PC: 인터넷 익스플로러 7 이상,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맥 컴퓨터 :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아이패드 : 사파리 권장
안드로이드폰 : 전용 브라우저,
모질라; 아이폰 : 전용 브라우저
더 자세한 정보는 cmegroup.com/quickstrike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www.quikstrike.net

옵션 가격산정, 분석 및 글로벌 협업 도구

결제가격
선물 결제가격(Futures Settles) > 현재 결재가격 및
전일대비 정보와 현재 미결제약정 및 전일대비 증감
정보. 개별 기초자산 상품을 선택하면 (연간) 가격
차트와 미결제약정 및 거래량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결제가격 개요 (Product Settlement
Overview)> 선택 상품의 모든만기와 행사가격의
콜 및 풋 결제가격을 보여 줍니다.

도표 1. 옥수수 결제가격

개별 옵션 결제가격(Individual Option Settles) >
행사가격별로 결제가격을 현재가 (최근가) 및
전일대비 증감과 함께 보여 주며 변동성 및

등가격 결제가격(At-The Money Settles) > 행사가에
따른 현재의 등가격 결제가격을 전일대비 증감과

베이시스 변동성(금리옵션)을 보여 줍니다. 과거

보여 줍니다. 과거 결제가격 및 전일 대비 비교

결제가격 및 전일대비 비교 조회도 가능합니다.

함께, 변동성 및 베이시스 변동성(금리옵션)와 같이
조회도 가능합니다.

도표 2. 옥수수 등가격 결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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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 시트
표준 가격 산정 시트(Standard Pricing Sheet) > 이
시트에서는 현재의 변동성(해당 옵션의 최근 결제가격
내재변동성) 및 기초자산 선물 상품의 최종
결제가격을 기준으로 콜과 풋의 가격을 보여 줍니다.
각 옵션별로 현재가격과 전일결제가격이 표시됩니다.

콜과 풋의 델타, 감마, 베가, 쎄타 수치가 각
행사가별로 내재변동성(금리상품의 경우에는 대체
변동성)과 함께 제공됩니다. 옵션 민감도 수치들에
대한 설명은 칼럼 상단의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팦업창이 열리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는
현재의 등가격 행사가격대의 민감도 수치를
이용하여 더욱 실용적인 계산을 도와 드립니다.

도표 3. 생우 가격산정 시트

콜 시트(Call Sheet) > 결제 기준 콜 가격과 민감도
수치들을 현재의 변동성 및 베이시스

풋 시트(Put Sheet) > 결제가격 기준 풋 가격 및 민감도
수치들을 현재의 변동성 및 베이시스

변동성(금리상품)과 함께 보여 줍니다. 이 가격산정
시트는 표준 가격산정 시트와 유사합니다.
가격산정시트가 민감도 수치로 표현되어 산정되며 풋
및 풋 델타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이용 가능합니다.

변동성(금리상품)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이 가격산정
시트는 표준가격산정 시트와 유사합니다.
가격산정시트가 민감도 수치로 표현되어 산정되며 콜
및 콜 델타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이용 가능합니다.

도표 4. 생우 풋 가격산정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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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약정 및 거래량

도표 5. 3 등급 우유 거래활발 행사가격

거래 활발 계약 (Most Actives)> 현재의 만기월을
대상으로 콜 및 풋 별로, 그리고 콜과 풋을 합하여
거래량 상위 10 개 계약의 미결제약정을 보여 줍니다.
현 만기월의 (적용 가능한 경우) 논리적 계약군에
대한 개요와 전반적 상품의 개황을 보여 드립니다.

각 군별로 총 미결제약정과 행사가격 수 및
미결제약정 합계치의 증가/감소 등 지표들을 보여
드립니다.

도표 6. 3 등급 우유 행사가격 세부 내역

세부 행사가격(Strike Level Detail) > 현재 만기월을
대상으로 미결제약정, 미결제약정 증감, (행사가별)
거래량을 수치 및 시각화한 차트 형식으로 보여
드립니다. 과거 정보도 이용 가능합니다.

기간 차트(Historical Charts) > 행사가격 기준
미결제약정과 거래량에 관한 과거 일정기간의
차트를 각 만기월별로 보여 드립니다. 1 개월에서
12 개월까지의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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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예시

도표 7. 콜 및 풋 거래 예시

콜(Calls) > 콜이 들어가는
스프레드 중 많이 쓰이는
사례들을 롱(매수)과
숏(매도)별로 나열합니다. 포지션,
분석 및 민감도 수치 등에 관한
단순한 설명이 있는 손익분기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보기(View) 링크를 클릭하시면
팝업창을 통하여 거래 포지션에
대한 설명과 손익 분석, 포지션에
대한 민감도 수치들의 간략한
설명, 그리고 현재의 선택된
만기월에 대한 실제 행사가를
이용한 손익분기 차트를 표시해
줍니다. 구축(Build) 링크를
클릭하시면 브라우저가
퀵스트라이크 에센셜 트레이드
빌더 페이지로 넘어 가면서 해당
포지션을 표시하며 더욱 자세한
분석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풋(Puts) > 풋이 들어가는
스프레드 중 많이 쓰이는
사례들을 롱(매수)과
숏(매도)별로 나열합니다. 포지션,
분석 및 민감도 수치 등에 관한
단순한 설명이 있는 손익분기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보기(View) 링크를 클릭하시면
팝업창을 통하여 거래 포지션에
대한 설명과 손익 분석, 포지션에
대한 민감도 수치들의 간략한
설명, 그리고 현재의 선택된
만기월에 대한 실제 행사가를
이용한 손익분기 차트를 표시해
줍니다. 구축(Build) 링크를
클릭하시면 브라우저가
퀵스트라이크 에센셜 트레이드
빌더 페이지로 넘어 가면서 해당
포지션을 표시하며 더욱 자세한
분석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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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풋 종합 (Call & Put
Combinations> 콜과 풋의
조합을 이용하는 스프레드 중
많이 쓰이는 사례들을
롱(매수)과 숏(매도)별로
나열합니다. 손익분기 차트를
포지션, 분석 및 민감도 수치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보여
드립니다. 보기(View) 링크를
클릭하시면 팝업창을 통하여
거래 포지션에 대한 설명과 손익
분석, 포지션에 대한 민감도
수치들의 간략한 설명, 그리고
현재의 선택된 만기월에 대한
실제 행사가를 이용한 손익분기
차트를 표시해 줍니다. 구축(Build)
링크를 클릭하시면 브라우저가
퀵스트라이크 에센셜 트레이드
빌더 페이지로 넘어 가면서 해당
포지션을 표시하며 더욱 자세한
분석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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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 도구
간편한 옵션계산기(Simple Option Calculator) > 특정
행사가격의 현재의 변동성이나 현재의(또는 어느
시점이든) 옵션가격에서 유도된 내재변동성을
이용하여 가격과 민감도 수치들을 산출하십시오.
선물의 가격, 잔존 일수, 금리 등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등가격 행사가(각 만기월의)가
하이라이트되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옵션
유형 선택은 선택된 행사가가 현재 등가격인지,

외가격 풋인지, 아니면 외가격 콜인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목록에서 행사가를
클릭하면 계산기가 해당 행사가의 현재가치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수치들이 입력된 후에는 가격
산출(Calc Price) 또는 변동성 산출(Calc Vol) 버튼을
누르면 현재 계산조건에 따른 새 가격과 해당 민감도
수치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도표 8. 간편한 옵션 계산기

(퀵)스프레드 빌더(Quik Spread Builder) > 어떠한

신규(New) 버튼은 포지션을 지우고 +/- 버튼은 거래를

(만기월물간) 스프레드든지 구축해 보고 손익분기 차트와
민감도 수치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거래 포지션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반대로 뒤집어 보십시오. 스프레드를
구축하시려면 단순히 콜 또는 풋 칼럼의 좌측 또는 우측의
텍스트박스 옆의 화살표들을 클릭하십시오. 일단 원하시는
포지션을 입력한 후에는 계산(Calculate) 버튼을 클릭하여
요약표(Data 탭)에서 전반적인 포지션과 전체 민감도 수치들,
현재의 옵션가치 및 스프레드 가치를 선물의 상이한 기간
간격 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및 최소 손익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탭을 클릭하여 포지션의 손익분기
차트와 전체 민감도 수치들에 대한 미니 차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 포지션으로 뒤집습니다(매수포지션을
매도포지션으로 매도포지션을 매수포지션으로).
계산(Calculate) 버튼과 같은 줄에 (포지션의 가치가
표시된 후에 표시됨) 헤지(Hedge)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옵션의 현재의 델타를
상쇄하는 기초자산 선물의 포지션을 추가하여 당신이
단순 포지션과 헤지된 포지션을 버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헤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움(Clear)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헤지 버튼이 입력한 기초자산 선물
포지션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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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도구
변동성 차트(Vol
Charts) > 이 페이지는
현재의 선택된
만기월에 대한
변동성 차트를
표시해 줍니다.
변동성은 가장
최근의 옵션(및 선물)
결제가격으로부터
유도된
내재변동성입니다.
어떠한 행사가든지
선택하여 행사가와
변동성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도표 9. 난방유 변동성 차트

복수 만기 변동성 차트(Multi-Expiration Vol Chart >
여러 개의 변동성 곡선들을 단일 차트에 구성하여
비교하여 보십시오. 촤측의 만기 목록 중 어느
박스든지 선택하여 해당 만기들의 현재의
내재변동성 곡선을 표시해 보십시오. (유로달러와
같이) 보다 많은 수의 상품군이나

일부 (옥수수와 같은) 상이한 논리의 옵션 상품군 역시
만기그룹 필터(Expiration Group Filter) 링크가 이
페이지 중앙에 표시됩니다. 이 필터 링크를
클릭하여 어떤 만기그룹을 표시할 것인지
제한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도표 10. 난방유 복수 만기 변동성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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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구 정보
퀵스트라이크 상품 목록를 보시려면 이 곳을클릭하세요.
당신만의 퀵스트라이크 에센셜 계정을 이곳에서만드십시오.
퀵스트라이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저희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저희 트위터는 @QuikStrike1 입니다.
퀵스트라이크에 관한 LinkedIn 을 확인해 보십시오. 또 저희의 이용자 그룹을 확인하여 보십시오.
저희은 동영상 자료를 YouTube 채널에서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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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Copyright © 2004–2013 모든 권리 유보. 이 사이트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웹사이트 이용 조건 : 이 "이용조건"은 당신이 이용하는 quikstrike.net("본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 본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본 페이지를 처음 읽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여기 규정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이용 권한은 당신의 개인적인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 : 1. 본 웹사이트 상의 모든 자료는 Copyright 2004-2013, Bantix Technologies, LLC 에 의하여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모든 권리 유보. 2. 어느 누구도 관련 그래픽 도안을 포함하여 본 웹사이트의 어느 부분도 이용, 복사,
배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퀵스트라이크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다른 등록상표들 및 서비스표(로고 및 디자인을
포함하여)들은 QuikStrike 및 Bantix Technologies, LLC 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등록상표/서비스상표입니다.
이 상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Bantix Technologies, LLC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용될 수 없습니다.
4. CME 및 CME Group 은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등록상표로서 승인 하에 이용되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후원이나 보장, 판매, 홍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자 웹사이트에의 링크 : Bantix Technologies, LLC 는 본 웹사이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 3 자 웹사이트에의
하이퍼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antix Technologies, LLC 는 제 3 자 웹사이트들을 관리하지 않으며 그러한 링크된
어떠한 제 3 자 웹사이트나 하이퍼링크된 웹사이트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antix Technologies,
LLC 는 본 웹사이트에서 링크한 어떠한 제 3 자 웹사이트에 대하여도 보장이나 권고,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Bantix
Technologies, LLC 는 그러한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이나 그 내용의 이용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본 사이트의 이용에 따른 어떠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제 가격 및 지연
데이터 Bantix Technologies, LLC 의 QuikStrike™ v2.0 을 기반으로 한 eSignal.을 통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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