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200 옵션은 KRX 의KOSPI 200 지수에 기반을 두고 있

습니다. KOSPI 200 지수는KRX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200 대 블루칩으로 구성된KRX 시가총액 가중 지수입니다.

본 지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거래를 지속할 수 있

도록 Eurex 는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한 일일 선물

(“Eurex 연계KOSPI 상품”) 을 상장했습니다. Eurex 회원사 /

고객사는Eurex 플랫폼1을 통해 본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Eurex 거래 마감시 변동증거금이 한국 원화로 지불 / 지급

되고, 금융 수익자 기준으로 산출된 포지션은 유럽청산소

(Eurex Clearing)에서 KRX 로 이전됩니다. 이후 KRX 는 관련

정보를KRX 회원사에게 전달하여 거래소 개장 이전에 해당

코스피200선물을OTC 블록 트레이딩 (장외대량거래) 기능

을통하여KRX 시스템상에서신규매수합니다. 이를통해코

스피200옵션의 모든 미결제 약정은 KRX 에서 통합됩니다.

KRX - Eurex 코스피200 옵션의성공적인해외시장진출
Eurex 연계 코스피200옵션은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했습니다. 고객들은 Eurex 에서의 시간 외 거래를 통해 야간

시장의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전문기관

은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Eurex 와 KRX 의

40개가 넘는 회원사 또한Eurex/KRX 연계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년 12 월 기준 9 천 3 백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2 년 6월 14일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승수는 10만원에

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일일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 년 4 분기 일일

평균 거래금액은 431 억 원을 넘어섰고, 일일 평균 계약건수

는 92,240 건에 달했습니다.

현재가격및거래량은다음Eurex 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합

니다. www.eurexchange.com > Trading > Products > Equity

Index Derivatives > KOSPI > Prices/Quotes.

코스피200 옵션의 24시간 거래 및 청산

2010 년 8 월 30 일부터 한국거래소 (KRX) 와 유럽파생상품거래소 (Eurex Exchange) 는Eurex 연계 코스피
200 옵션 (KOSPI 200 Options) 야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지닌 코스피200 옵
션의 거래가 유럽 시간대까지 확장되면서 세계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유럽 및 북미의 거래 시간
에 코스피200 옵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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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대만의 Eurex 회원사는 Eurex 연계 코스피 상품 거래 불가능

코스피 200옵션 24시간 거래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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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N Number: Eurex Frankfurt AG ARBN 100 999 764

Neither Eurex Frankfurt AG (Eurex), nor its servants nor agents, is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hich is published for information only and shall not
constitute an investment advice. Any information herein is not intended for solicitation purposes but only for the use of general information. Eurex offers services directly to members of
the Eurex market. Those wishing to trade in any products available on the Eurex market or to offer and sell any such products to others should consider both their legal and regulatory
position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such products before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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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세
Eurex연계 코스피 상품은Eurex®시스템을 통해 옵션으로 구

축•거래되기 때문에KRX상의 코스피200 옵션의 계약 명세

를 반영합니다. 이는 법적으로KRX개장 이전에KRX상에서

코스피200 옵션 포지션으로 만기되는 일일 선물 계약에 해

당합니다.

KRX 에 상장된 코스피200 옵션에 대한 연계 옵션 시리즈. 
이는 옵션 종류 (콜 또는 풋), 만기, 행사 지수에 따라 결정됨

OKS2

연계 시리즈의 코스피200 옵션 계약 1 건

소수점2 자리 수

가격이3 포인트 이상인 경우, 0.05 포인트 (25,000 원)
가격이3 포인트 미만인 경우, 0.01 포인트 (5,000 원)

1 일 거래일

Eurex 의 변동보증금 및KRX 개장 전 다음 거래일에 코스피200옵션의 포지션 구축을 통한 실물인수도

KRX 의 동일한 거래일의 전 개장 시간의 코스피200옵션 일일 정산가격과 동일. 
변동보증금에 대한 현금은 한국의 해당 은행 계좌에 원화로 지불 /지급됨.

Eurex와 KRX의 거래일인 경우, 매일

10:00* – 21:00 CET
유럽 서머타임의 경우, 11:00 CET 적용

Bloomberg L.P.: OKS2K index OMON  CQG: OKS2  interactive data: OKS2my
thomsonreuters: 0#OKS2*.EX / 0#KS200*.KSx (Eurex KOSPI Product / Composite RIC Code for KOSPI 200
Options (KRX) and Eurex KOSPI Product)

기초 자산

계약 코드

계약 단위

가격 표시

최저 가격변동

계약 기간

정산

일일 / 최종 정산가격

최종 거래일

거래 시간

회사 코드

KRX 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옵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KRX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eng.krx.co.kr > Derivatives > Options > KOSPI 200 Options

Eurex 연계KOSPI 상품 – 매 반년 단위의 거래대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10 년8월–12월 2011 년1월–6월 2011 년7월–12월 2012 년1월–6월 2012 년7월–12월 2013 년1월–6월 2013 년7월–12월 2014 년1월–6월

거래대금 (단위: 10 억 원)

2014 년7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