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 미국 달러인덱스(Mini U.S. Dollar Index®) 월별 보고서 – 

2018 년 11 월 
 

 
                                                                                                                출처: ICE Connect 

Ichimoku Analysis 통해 보는 Mini USDX® 최근월 성과(현재 연도 - 주별) 

 

출처: ICE Connect 

 11 월에는 달러 인덱스®가 중순에 

97.50 수준을 상회하는 등 달러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현재 미국 금리가 "중립 금리 바로 

아래"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28 일 

언급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달러화는 

급락했다. 

 달러 강세는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ICE 브렌트유 선물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신흥시장에서는 미 달러화의 11 월 

상승분이 대부분 유지됐지만 TRY 는 

견조한 호전이 계속되면서 한여름 

수준으로 복귀했다. 

 



 
 

단일 거래로 미 달러 환헤지  
 
 
 
 

 
 

제한 

 
본 문서는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및/또는 그 계열사의 기밀, 독점자산 및/또는 영업비밀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및/또는 그 

계열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간행, 복제, 복사,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형태의 보증, 진술 또는 약속으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문서에 명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및/또는 그 계열사와 그들의 각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에 포함된 법적 권리 및 

의무를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법률, 세무, 회계, 투자 또는 기타 전문적 자문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와 그 계열사는 상품성, 특정목적 적합성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해 그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와 그 계열사는 자사에 또는 자사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 또는 정보(평가결과 등 포함)가 완전하거나 오류, 누락 또는 

결함이 없다는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및/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 ICE block design, NYSE, ICE Data Services, ICE Data 및 

New York Stock Exchange.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및/또는 그 계열사의 기타 상표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는 www.intercontinentalexchange.com/terms-of-

us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기타 상품, 서비스 또는 기업명은 각 소유주의 자산이며, 서비스표 또는 상표일 수 있습니다.  

 

“U.S. Dollar Index®” 및 “USDX®”는 ICE Data Indices, LLC 또는 그 계열사(“ICE Data”)의 상표 및 서비스표이며, Mini USDX® 선물 계약과 관련하여 ICE Futures 

Singapore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ICE Data는 Mini USDX® 선물 계약을 스폰서, 승인, 판매 또는 홍보하지 않습니다.  ICE Data 는 증권 또는 선물 계약 투자의 

타당성, 그리고 특히 상기 인덱스의 성과에 근거한 투자, 또는 상기 인덱스가 전체 주식시장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ICE DATA 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에 상기 인덱스 또는 그에 포함된 데이터와 관련하여 상품성 또는 특정목적 적합성에 관한 모든 보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ICE DATA는 특별, 징벌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상실이익 포함)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2018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ICE Futures Singapore 에서 제공하는 Mini USDX®선물 계약은, ICE U.S. Dollar Index®를 거래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ICE U.S. Dollar Index® (USDX®) 선물 계약은, 전세계 통화 바스켓 대비 미 달러의 변동을 헤지하거나 그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보하려는 시장참가자들에 의해 활용됩니다. 

Mini USDX®선물 계약 

 미화 200 달러 x 인덱스 가치에 해당하는 계약 규모 

 비용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됨 

 하루 22시간 활용 가능 

 

아시아 고객들은 ICE Futures Singapore 의 안전하며 규제를 받는 선물 매매 

및 클리어링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및 상품 

선물과 관련한 현지 규제 및 역내 매매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 시장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매매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ice.com/futures-singapore
https://www.theice.com/products/60087669/Mini-US-Dollar-Index-Futures
https://www.theice.com/products/60087669/Mini-US-Dollar-Index-Fu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