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이점

유동성 높은 유럽 주가 지수 상품들에 대한 접근성

(일일평균거래량1: 수십억대)
EURO STOXX 50® 선물상품: EUR 34.91 (USD 36.31)
DAX® 선물상품: EUR 25.16 (USD 26.17)
SMI® 선물상품: CHF   4.41 (USD   4.67)
DAX® 옵션상품:	 EUR   3.83 (USD   3.98)

낮은 마진 비용

이론 가치와 인덱스 가치의 동일성 

세밀한 지수 투자 가능

더 작은 크기로 출시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완벽한 헷징 수단
유렉스 마이크로 상품들은 기존의 EURO STOXX 50®, DAX®, SMI® 상품들과  
병행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 거래 승수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상품들은 포트
폴리오의	추적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완벽한 헷징  
기회를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유럽 시장 접근
유렉스 마이크로 상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일일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상품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으로 유럽 나라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의 지수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실 수 있습
니다. 

다양한 시간대를 지원하는 유동성 큰 오더북
EURO STOXX 50®, DAX®, SMI® 상품들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3	가지  
지수 상품들입니다. 유렉스가 제공하는 연장 거래 시간은 다양한 시간대의 글로	
벌의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거래와 헷징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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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EURO STOXX 50®  
선물상품

마이크로 SMI® 선물상품 마이크로 DAX® 선물상품 마이크로 DAX® 옵션상품

기초 주가지수 EURO STOXX 50® SMI® DAX® DAX®

유렉스 상품코드 FSXE FSMS FDXS ODXS

블룸버그 티커 MZTA Index MZYA Index MZSA Index DAXC <expiry> C/P <strike> 
Index

Refinitiv 티커 FSXE FSMS FDXS ODXS

거래승수 EUR 1 CHF 1 EUR 1 EUR 1

계약 건당 가격2 EUR 3,688.33 CHF 10,787.77 EUR 13,459.85 EUR 13,459.85

호가 가격 단위 아웃라이트: 0.5 지수 	
포인트

아웃라이트: 1.0 지수 	
포인트

아웃라이트: 1.0 지수 	
포인트

프리미엄	≤	EUR 25 : 0.1 
프리미엄	≤	EUR 250 : 0.5 
프리미엄	>	EUR 250 : 1.0캘린더 스프레드: 0.25 지수 	

포인트
캘린더 스프레드: 1.0 지수 	

포인트
캘린더 스프레드: 0.5 지수 	

포인트

호가 가격 (bp) EUR 0.5 
(1.38 bp)

CHF 1  
(0.93 bp)

EUR 1  
(0.74 bp)

EUR 1 
(0.1 = 0.074 bp, 0.5 = 0.37 bp, 
 1.0 = 0.74 bp)

계약 기간 최초 3 분기	(최대 9 개월) 12 개월 이내 첫 3 개월 및  
3 분기월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만기 해당 월의 3 번째 금요일		
(12:00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만기 해당 월의 3 번째 금요일		
(9:00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만기 해당 월의 3 번째 금요일		
(13:00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만기 해당 월의 3 번째 금요일		
(13:00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최종결제가격 해당 지수의 11:50  ~ 12:00  
시간대  
사이의 평균 가격기준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지수 구성 주가의 당일 경매  
가격 기준

지수 구성 주가의 당일 경매  
가격 기준

지수 구성 주가의 당일 경매  
가격 기준

최소 대량매매 단위 20,000 계약 2,500 계약 2,500 계약 –
거래시간 01:10  ~ 22:00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08:00  ~ 22:00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01:10  ~ 22:00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09:00 ~ 17:30 CET 
중앙유럽표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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