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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거래는 COMEX 거래량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도표 1 : COMEX 금과 은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양호하다. 1 

출처: CME Group

CME Group의 전산거래 플랫폼인 Globex는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4시간 전산거래를 수행하는 능력은 CME 금과 은 거래량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한 혁신 이전에는 주로 미국 업무시간 동안 
매수자와 매도자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 가격을 협상하는 플로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Globex가 도입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공정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인터넷과 전산거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역량은 
시간이 가면서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 COMEX 금과 은 선물 거래의 95% 이상은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 거래시간에 도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전산거래가 전통적인 플로어 거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제약과 업무시간의 제약을 제거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트레이더에게 전산거래가 가지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트레이더가 자신의 시간대에, 그리고 업무시간 중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정의되는 미국 정규거래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거래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시간(아시아 거래시간)도 지난 수년간 증가했습니다.

2012년 하루 약 190,000 계약의 금 선물이 거래되었는데 이 중 1/4 미만이 아시아 거래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일평균거래량과 아시아 거래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비중은 각각 264,000 계약과 31%로 점차 증가해왔습니다.

은 선물의 유동성은 2012년 일평균거래량 55,000 계약에서 2017년 상반기 거의 90,000 계약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 
거래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비중도 21%에서 26%로 증가했습니다.

1  이 보고서에서 모든 거래량은 계약 단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인 “Trading Gold and Silver – COMEX vs SHFE/TOCOM”에서는 거래소 간 비교를 위해 거래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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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금 선물 거래의 증가

출처 : CME Group 

도표 3 :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은 선물 거래의 증가

출처 : CME Group 

COMEX 금과 은 선물계약의 주요 특징
도표 4 : 대표적인 금과 은 선물의 계약 명세

금 선물 은 선물
거래소 심볼 GC SI
블룸버그 심볼 GCA Comdty SIA Comdty
계약 단위 100 트로이온스 5,000 트로이온스
가격 호가 트로이온스당 달러(USD) 트로이온스당 달러(USD)
틱 사이즈 $0.10 아웃라이트 거래 : $0.005

스프레드 거래 및 결제가격 : $0.001
2017년 평균가격 ≈ $1,300 ≈ $16
계약금액 ≈ $130,000 ≈ $80,000
표준 품질 최저 순도 99.5% 최저 순도 99.9%
일평균거래량 일요일 – 금요일(시카고 시간) 오후 5:00 – 오후 4:00
일일 결제시간 오후 1:30 (뉴욕 시간) 오후 1:25 (뉴욕 시간)
상장 계약월 짝수월 및 최근월물 3개 1월, 3월, 5월, 7월, 9월, 12월 및 최근월물 3개
상장기간 최장 6년 최장 5년
결제방법 실물 결제 실물 결제
거래 종료 계약월의 세 번째 최종영업일 계약월의 세 번째 최종영업일
출처: CME Group

매수-매도 스프레드 및 호가 상황
아시아 거래시 동안 COMEX 금과 은 선물의 유동성에 대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최우선호가의 매수/매도 스프레드와 주문량을 
분석했습니다.2 특정 매수와 매도가격이 되어야 거래가 가능한 주문 수량이 시장가격을 움직이며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매수/매도 
스프레드도 거래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2017년 2사분기에 가장 활발한 계약월의 평균 매수/매도 스프레드 및 수량 수치는 시간가중평균으로 산출된 분단위의 매수/매도 가격 스프레드 및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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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OMEX 금 선물의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달러로 표시되며 최소 틱 사이즈는 10센트($0.10)입니다. COMEX 은 
선물은 트로이온스당 센트로 가격을 표시하며3 최소 틱 사이즈는 1/2센트($0.005)입니다. 4 도표 5는 시간대별 금과 은 선물의 최상의 매수/
매도 스프레드와 수량을 보여줍니다. 금 시장은 거의 모든 거래시간 동안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1틱으로 타이트했습니다. 평균 매수/매도 수량도 
상당했는데, 미국 피크 타임에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평균 수량은 14~18 계약으로 양호했는데 이것은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스프레드가 1틱($0.10)인 상태에서 한 건의 거래를 통해 약 1,400~1,800 트로이온스(또는 44~56kg)의 금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 선물과 마찬가지로 은 선물의 매수/매도 스프레드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1틱으로 타이트합니다. 매수/매도 수량은 미국 거래시간 동안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거래시간에도 16~21 계약으로 적지 않은데, 이것은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스프레드가 1틱(0.5센트)인 상태에서 한 건의 
거래를 통해 80,000 – 105,000 트로이온스(또는 2.5~3.3 톤)의 은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표 5 : 타이트한 매수/매도 스프레드 및 수량

시간 (싱가포르 시간)
COMEX 금 선물 – 최우선호가의 평균 COMEX 은 선물 – 최우선호가의 평균
매수/매도 스프레드 ($) 매수/매도 수량 (계약) 매수/매도 스프레드 (센트) 매수/매도 수량 (계약)

00 0.10 20.91 0.50 28.35
01 0.10 20.30 0.53 26.09
02 0.11 17.40 0.55 21.02
03 0.11 17.37 0.54 18.94
04 0.11 11.15 0.52 11.76
05 거래 중지
06 0.11 8.63 0.52 7.71
07 0.10 11.22 0.51 9.64
08 0.10 14.61 0.50 16.46
09 0.10 15.65 0.51 18.89
10 0.10 16.63 0.50 19.22
11 0.10 16.64 0.50 18.83
12 0.10 16.14 0.50 17.96
13 0.10 16.40 0.50 18.99
14 0.10 17.00 0.50 20.82
15 0.10 18.01 0.51 19.40
16 0.10 17.55 0.51 18.95
17 0.10 17.73 0.50 18.69
18 0.10 18.07 0.50 19.13
19 0.10 17.81 0.51 19.56
20 0.10 19.17 0.51 22.37
21 0.10 20.71 0.51 26.72
22 0.10 22.14 0.50 28.95
23 0.10 21.94 0.50 29.34

출처: CME Group

아시아 거래시간에 COMEX 금과 은 선물의 깊은 유동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예로 호가 상황에따라 거래량과 팀 스프레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도표 
6은 트레이더가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소 16계약의 금이나 은 선물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100 계약을 거래할 
경우 네 번째 최우선호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 6 및 7은 금과 은 선물에 대한 최우선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1틱이며, 다섯 번째 최우선 매수와 매도가격을 비교해도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그 스프레드는 단지 9틱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은 선물가격은 트로이온스당 센트로 호가되며,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달러 표시로 전파된다.

4 아웃라이트의 경우. 축소된 틱 사이즈 $0.001는 스프레드 거래에 적용되며, 이 보고서에서는 아웃라이트 거래를 분석한다.



COMEX 금과 은의 유동성은 (아시아 거래시간에도) 탁월합니다

5

금 옵션 : 스크린 유동성의 증가 및 아시아 참여의 확대
옵션은 포트폴리오 관리와 거래전략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종 전문 트레이더가 이용합니다. 옵션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각각의 
리스크 구조, 투자시계, 비용 요소 등을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위해 선물계약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CME Group은 벤치마크 GC 계약처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금 옵션(코드 : OG)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OG 콜이나 풋은 해당 계약보유자에게 특정 가격과 시간에 기초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현재 OG 시장은 매일 약 40,000 계약 또는 명목수량 1,200만 킬로그램의 금을 거래합니다.

도표 8 : COMEX 금 옵션의 계약 명세 

거래소 심볼 OG

옵션 유형 미국식 5

계약 단위 100 트로이온스

가격 호가 트로이온스당 달러(USD)

일평균거래량 GC 선물과 동일

틱 사이즈 $0.10

거래 종료 옵션 계약월 직전월 마지막 날 이전 4 영업일 오후 1:30, 뉴욕 시간

상장 일정 월간

행사가격 상장 $5 증분단위로 40개 행사가격 6 

출처: CME Group56

그런데 최근 수년간 전산거래 플랫폼에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전산거래가 COMEX 금 옵션의 주요 거래방식이 되었습니다. 5년 전 
OG 전체 거래량 중 전산거래는 단지 40%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OG 거래량의 약 80%가 전산으로 거래됩니다.

5 CME Group은 보다 단기의 헤징 수요를 위해 COMEX 금 주간옵션을 상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ME Group웹사이트를 참조.

6  등가격 행사가격 위아래에서 트로이온스당 $5.00 증분단위로 최소 40개의 행사가격, $5.00 증분단위의 최고 최저 행사가격 위아래에서 트로이온스당 $10.00 증분단위로  
10개의 행사가격, 그리고 $10.00 증분단위의 최고 최저 행사가격 위아래에서 트로이온스당 $25.00 증분단위로 8개의 행사가격. 기존에 상장된 최고 최저 행사가격의 위아래에서 
트로이온스당 $5.00 증분단위로 동태적 행사가격 설정.

도표 6 :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깊은 유동성 도표 7 : 지속적으로 타이트한 매수/매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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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 이제 OG 거래의 대부분은 Globex에서 체결.

출처 : CME Group

도표 10 :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증가하고 있는 OG 거래량 

출처 : CME Group

또한 COMEX 금 옵션이 보다 전산거래 중심으로 변하면서 아시아 거래시간에 거래되는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산거래의 장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 OG 전체 거래량 중 약 2%가 아시아 거래시간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7년 10%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를 촉진시킨 주 요인 중 하나는 호가요청(Request for Quotes: RFQ) 기능의 도입입니다. RFQ는 특정 전략이나 상품에 관심을 표명한 모든 
CME Globex 참가자에게 보내지는 전산 통지입니다. 이용자는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새로운 스프레드를 조합할 수 있고, RFQ는 관심있는 
참가자들에게 해당 특정 상품에 대한 매수 및 매도호가를 시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덕분에 참가자들은 단일 가격으로 옵션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이용하는 개별 상품(leg) 리스크를 제거하는 동시에 시장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경쟁력있는 호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OG 옵션과 관련해서 주목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OG 옵션은 행사가 되면 기초자산인 GC 선물로 전환됩니다. OG 계약은 월단위로 상장되는 
반면 GC 선물계약은 짝수월(+ 최근월물 3개 추가)에 대해 상장됩니다.  다양한 OG 계약월이 행사되어 전환되는 GC 계약월은 도표 11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표 11 : OG는 월 단위로, 기초자산인 GC는 2개월 단위로 상장 

달력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옵션 (O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물 (GC)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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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G를 활용한 다양한 거래전략 
옵션을 거래하려면 트레이더는 유형(콜이나 풋), 행사가격 및 만기(계약월)를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거래전략을 실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이한 유형, 행사가격 및 계약월을 가진 복수의 옵션계약을 조합하게 됩니다. 거래를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옵션계약의 이러한 다차원적 특성 
때문에 OG 거래 중 비전산적으로 거래되는 비율이 작습니다. 

도표 12 : OG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옵션거래전략  7

 

결론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이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아시아는 최대 상품 수요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현지 업무시간 동안 아시아 시장이벤트와 연계된 가격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됩니다. 아시아 거래시간 
동안 CME Group의 귀금속 선물 및 옵션 거래의 증가는 이런 거래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풍부한 유동성은 이 지역의 
모든 시장참가자들에게 거래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7   다양한 옵션거래전략에 대해 배우려면 CME Group교육원 웹사이트 https://institute.cmegroup.com/search-results?q=options 참조.



본 자료상의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금융 관련 자문의 제공, 거래 플랫폼의 구축, 예치금의 활용 또는 수취,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본 정보는 개개인의 목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ME Group및 그 산하의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어떠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그 매수나 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또는 청구 등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공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으로서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는 귀하의 목표나 재무 상황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귀하는 본 자료상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그에 의거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적절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CME Group은 본 자료 상의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도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장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한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가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PM2210KO/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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