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 E-mini 선물의 성공을 토대로 CME Group이 S&P 500 및 Nasdaq-100 지수 마이크로 E-mini 선물 
옵션을 상장합니다.    작아진 계약규모의 옵션은 주가지수 익스포저를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보다 정밀한 거래
S&P 500과 NASDAQ-100 지수 익스포저를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mini 
계약의 1/10 사이즈 입니다. 작아진 
계약규모로 거래 전략의 리스크/리워드 
비율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 수립의 유연성
분기 말, 매주 금요일, 월말에 만기되는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장/단기 투자전략을 
세분화하고 관리하는데 용이합니다. 시장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전략과 다구간 
전략을 구성하여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E-mini 선물의 풍부한 유동성
계약 규모 대비 프리미엄이 낮은 마이크로 
E-mini 선물옵션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마이크로 E-mini 선물로 결제됩니다. 
마이크로 E-mini 선물은 상장이후 2020
년 8월기준으로 약 3억6천만 계약이 
거래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상장이후 2020년 8월까지 마이크로 E-mini 선물 거래량은 총 3억6천만 계약을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로 E-mini S&P 
500과 Nasdaq-100 선물의 거래량은 각 1억8천4백만 계약, 1억3천만 계약에 달했습니다.

주요 특징

주가지수

마이크로 E-mini 선물 옵션
벤치마크 주가지수의 마이크로 사이즈 옵션 

마이크로 E-mini 선물�일평균거래량(ADV)

마이크로 E-mini Russell 2000 마이크로 E-mini S&P 500 마이크로 E-mini Nasdaq-100 마이크로 E-mini 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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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세
마이크로 E-MINI S&P 500 선물 옵션 마이크로 E-MINI NASDAQ-100 선물 옵션

계약 단위 MES 선물 1계약 MNQ 선물 1계약

최소가격변동폭

표준 틱: 프리미엄 5.00 지수 포인트 초과 시, 0.25 지수 
포인트($1.25)
축소 틱: 프리미엄 5.00 지수 포인트 이하 시, 0.05 지수 
포인트($0.25)

표준 틱: 프리미엄 5.00 지수 포인트 초과 시, 0.25 지수 
포인트($0.50)
축소 틱: 프리미엄 5.00 지수 포인트 이하 시, 0.05 지수 
포인트($0.10)

거래시간
CME Globex: 
일요일 - 금요일, 오후5:00 - 오후4:00 (Central Time)

상품 코드
분기월물: MES 
월말: MSM
주간: ME1-ME4

분기월물: MNQ
월말: MQE
주간: MQ1-MQ4

상장 주기 2개 분기월물, 3개 월말 옵션, 5개 금요일 옵션(3주 1, 2 및 4 & 2 시리얼 옵션)

옵션 스타일
분기월물 옵션: 미국식
주간, 월말: 유럽식

행사가 간격

상장 시점 100 지수 포인트의 정수 배수: 전날 기초 
선물계약 정산가격의 +30%에서 -50%
상장 시점 50 지수 포인트의 정수 배수: 전날 기초 
선물계약 정산 가격의 +20%에서 -40%
기초 선물이 차근월물인 경우, 10 지수 포인트 정수 배수: 
전날 기초 선물계약 정산 가격의 +10%에서 -25%
만기일 35일(또는 5주) 전, 5 지수포인트의 정수 배수: 전날 
기초 선물계약 정산 가격의 +5%에서 -15% 

상장 시점 100 지수 포인트 정수 배수: 전날 기초 선물계약 
정산 가격의 +30%에서 -50%
가장 가까운 만기 3개 최근월물의 경우 10 지수 포인트 
정수 배수: 기초 선물계약 정산 가격의 +10%에서 -20%

이 계약 사양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승인에 예속됩니다.

상품관련 최신정보는  cmegroup.com/microeminioptions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아시아 시장에 대한 면책조항

CME Group은 4곳의 거래소(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CME”), Chicago Board of Trade, Inc.(“CBOT”),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NYMEX”) 및 Commodity 
Exchange, Inc.(“COMEX”)로 구성됩니다. CME의 청산부서(Clearing Division)는 CME GroupDCM을 위한 파생상품청산조직(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 “DCO”)입니다.

장내파생상품(exchange traded derivatives) 및 청산된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OTC) derivatives)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관련 법률에 정의된 바에 따른)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공모를 구성하지 않으며, 특정 투자 또는 
서비스를 매수, 매도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본 자료의 정보를 일반적인 용도로만 수집하였고 본 자료상의 정보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본 자료의 출간일 현재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CME Group은 오류나 누락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사례와 정보는 오로지 설명을 돕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 투자 자문이나 실제 시장의 결과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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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E Group Inc.(ARBN 103 432 391) 및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ARBN 110 594 459)는 호주에 등록된 외국기업이며 각기 호주 사업허가를 득하였습니다.

CME Group은 홍콩에서 홍콩증권선물위원회(Hong Kong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로부터 증권선물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파트III에 따라 CME Group의 GLOBEX 시스템 및 CME 
청산시스템을 통해 홍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Automated Trading Service(자동매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CME, Inc.는 일본에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해외청산회사(Foreign Clearing Organisation, FCO)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ME와 CBOT 및 NYMEX는 싱가포르에서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 제289장에 따른 Recognized Market Operator(공인시장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CME는 Recognized Clearing House(공인청산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CME Group사 중 SFA의 규제대상 활동을 수행하거나 싱가포르 금융자문회사법(Financial Advisers Act) 제110장에 따른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회사는 없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제9조 5항과 그 관련 규정상의 정의에 의한 “전문투자자” 또는 공인 투자중개업자의 요청에 응하여 전문투자자에의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배포가 제한됩니다.

CME Group사는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일부 관할권과 CME Group이 사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사업수행이 현지 법령에 반하는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위 국가의 규제당국의 검토나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본 자료에 대한 열람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CME Group, Globe 로고, CME, Globex, E-Mini, CME Direct, CME DataMin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의 상표입니다. NYMEX 및 ClearPort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는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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