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이점

한국 파생상품 야간시장

매력적이고 유동성 큰 시장 

완전 대체 상품 

장내 거래를 통한 이점

해당 상품 구조는 전 세계 주요 은행 및 금융 기관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

으며 현재까지도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렉스/KRX 연계시장 상품

KRX 의 블록 트레이딩을 통한 
코스피200 파생상품의 신규 포지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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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서머타임을 실시 중일 경우, KST (한국표준시간) 적용 ** 예를 들어, 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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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거래 전 거래 

순포지션 이전거래 전 거래 

데이터 
전송**

유렉스 – 유일한 야간 코스피 및 USD/KRW 선물 거래소

유렉스와 한국거래소는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유럽과 북미 주요 거래 
시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에게 코스피 200 옵션, 코스피 200 선물, 
미니-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및 USD/KRW  
선물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거래 및 헤징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글로벌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유렉스/KRX 연계시장은 유렉스에 1일만기 선물 계약을 상장하여 KRX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동일 포지션을 부여함으로써 구축되었습니다. 유렉스/KRX 연계 상품은 유렉스에 

서 KRX로 미결제 약정을 이전 할 수 있는 완전 대체 가능한 1일만기 선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계약 명세서

연락처

유렉스 세일즈

Jane Yeo
T +852-25 30-78 07 
jane.yeo@eurex.com

유렉스 지수 상품 디자인 

Floris Florquin 
T +44-20-78 62-76 62
floris.florquin@eurex.com

FX 상품 디자인

Andreas Stillert
T +49-69-211-172 78
andreas.stillert@eurex.com

KRX 글로벌 얼라이언스

Jungmyoung Seo
T +852-16 62-26 95 
jmseo@krx.co.kr

더 알아보기

www.eurex.com/kospi 

www.eurex.com/usd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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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  
1일만기 선물 1

미니-코스피 200   
1일만기 선물 1

코스피 200   
1일만기 옵션

코스피 200 위클리   
1일만기 옵션

미국달러에   
대한 USD/KRW  
1일만기 선물 1

유렉스 상품코드 FBK2 FMK2 OSK2 OKW1/3/4/5 FCUW
블룸버그 티커 FZYA Index FXYA Index OSK2 Index OMON WOKS2KA/C/D/E Index 

OMON
KUDA Curncy

Refinitive 티커 0#FBK2: 0#FMK2: 0#OSK2*.EX 0#OKS21/23/24/25W*.EX 0#FCUW:

기초 자산 KRX 에 상장된 해당 상품 및 계약 

계약 거래승수 코스피 200 선물 1 계약  
1 계약 (250,000 원)

미니-코스피 200 선물   
1 계약 (50,000 원)

코스피 200 옵션 1 계약  
(2017년 3월 27일 부로 거
래승수가 250,000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1 계약 (250,000 원)

USD/KRW 선물  
1 계약 (10,000 원)

가격 표시 소수점 2 자리 단위 

호가 가격 단위 0.05 포인트  
(12,500 원)

0.02 포인트   
(1,000 원)

프리미엄 10 포인트 이상일 시 0.05 포인트  
(12,500 원)

 
프리미엄 10 포인트 미만일 시 0.01 포인트  
(2,500 원)

0.1 포인트 
(1,000 원)

계약 기간 모든 계약은 유렉스에서 체결된 거래의 거래일이 종료되는 시점에 모두 만기됩니다. 유렉스/KRX 연계 상품은 유렉스와 KRX 모두 거래 가능한 
날짜일 때 거래가 가능합니다.

정산 현금 정산 

최종정산가격 유렉스/KRX 연계상품의 일일정산가격이 최종정산가격이며 KRX거래일 종가 기준KRX가 계산한 일일정산가격과 동일합니다. 
변동 마진에 따른 현금 흐름은 국내 해당 은행 계좌에서 원화로 지급 또는 수령됩니다.

최종거래일/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이 최종결제일이며 각 거래일이 최종거래일입니다.

거래 시간 CET 10:00 - 21:00 or 11:00 2 – 21:00 (KST 18:00 – 05:00 or 18:00 – 04:00 2)
1 CFTC 승인
2 유럽 서머타임 적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