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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니코스피 선물 옵션 상장 주년 평가 및 향후 계획: 200 1 , ․
구분

평가 1. 

양적 성장(1) 

(□ 거래량) 미니선물과 미니옵션의 분기별 일평균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만계약 4 과 만 계약13 을 기록

ㅇ 이는 원지수상품인 코스피 선물과200 코스피 옵션 거래량의 200
각각 와 에 해당33% 9% 하는 수준으로서,

ㅇ 해외 대표 미니상품인 미니 선물S&P500 과 미니 선물의Nikkei225
거래량이 상장 첫 해에 각각 원지수상품의 와 이였던6% 29%
점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신상품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

미니코스피 선물 거래 추이 미니코스피 옵션 거래 추이 200 200≪ ≫     ≪ ≫ 

월은 에 포함 이하 같음    * ‘16.7 ’16.2Q ( )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 )는 미니코스피 선물옵션200 ․ 이하 미니( “

상품”)시장이 월 ‘15.7 상장 이후 년간 양적질적 성장1 ․ 을 통해
코스피 선물옵션시장과 동반성장 가능한 시장으로서 성공200 ․
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



(□ 투자자별 동향 미니선물옵션시장의) ․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이상80% 으로 전문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자리매김

미니상품시장의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거래동향 단위 천계약( : , %)≪ ≫

질적 성장(2) 

미결제약정수량(□ ) 장기적 위험관리를 위해 미결제약정수량을 보유
하는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분기 기준 ‘16.2 미니선물과 미니
옵션의 일평균미결제약정수량은 도입 초기 대비 약 배 성장5
하여 각각 약 만계약과 만 계약을 기록3 27

ㅇ 이는 코스피 선물과200 코스피 옵션 미결제약정수량의 200 21%에 해당

미니코스피 선물 미결제약정수량 미니코스피 옵션 미결제약정수량200 200≪ ≫ ≪ ≫

최우선호가스프레드 및 호가수량( ) □ 미니선물의 최우선호가스프
레드*는 도입 초기 에서 분기 로 큰 폭 개선 0.042p ‘16.2 0.028p

ㅇ 이는 최우선호가스프레드가 인 코스피 선물의 절반 0.05p 200
정도로 투자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밀한 위험관리가 가능, 

* 최우선호가스프레드최우선매도호가 최우선매수호가는 최소의 비용( - ) 으로
적시성 있는 위험관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지표 예를 들어 호가스프레드가, 
넓을 경우 적정가 대비 더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불리

 ** 최우선매수호가는 매수호가 중 가격이 가장 높은 호가 최우선매도호가는, 
매도호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호가를 의미

‘15.3Q '15.4Q '16.1Q '16.2Q
거래량 비중 거래량 비중 거래량 비중 거래량 비중

미니선물 13 81% 19 83% 25 77% 35 86%
미니옵션 49 93% 73 94% 64 69% 108 82%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 http://www.krx.co.kr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

ㅇ 또한 미니선물의 최우선호가수량 은 * 도입 초기 계약에서  10
분기에는 배 증가‘16.2 1.5 하여 계약으로 개선 15

* 최우선호가수량[(최우선매도호가수량 최우선매수호가수량+ )/2]은 시장

가격에 충격 없이 원하는 수량의 거래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예시 최우선매수호가수량이 계약인 상태에서 투자자가 계약을 매도) 5 , 10
하는팔려는( ) 경우 최우선호가에 계약이 체결되고 차우선호가에서 계약이5 5
체결되어 시장가격이 변하고 투자자는 싼 가격에 매도하게 되어 불리해짐

향후 시장 운영 방향2. 

 (□ 시장조성) 미니코스피 선물 장기투자자의 거래 편의 향상200 을
위해 일부터  ‘16.7.11 시장조성자는 만기가 긴 원월물에 자발적
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

ㅇ 원월물인 월물이  ’16.9 자율시장조성 개시 이후 일평균 약 5,500
계약이 거래되었고 월 일에는 만계약 계약을 돌파7 26 1 (10,017 )

ㅇ 향후에는 원월물 시장조성을 주식선물 등을 비롯해 모든 파생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

마케팅 강화 거래소는  ( ) □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찾아가는 
마케팅 을 확대하고 투자자의 니즈” , 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ㅇ 투자자 설명회 개최 등 회원사와 공동으로 신규 기관투자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

거래소는 미니상품시장이 성공적인 위험관리 시장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을 통한 유동성공급과 국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