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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CME와 CBOT, KCBOT를 근간으로 하는 CME Group의 시장은 참여자들에게 
가장 유동적이면서도 폭넓은 농산물 선물, 옵션 및 모든 거래소의 청산된 장외 
스왑을 제공합니다. CME Group이 제공하는 곡물, 유지종자, 가축, 유제품, 
목재 등의 계약 상당수는 글로벌 벤치마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ME Group의 소맥시장 일일 
거래량은 동일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다음 최대 규모 
소맥상품의 거래량 대비 평균 
7배 수준

상품 옥수수 선물 대두 소맥

거래 장소 CME 글로벡스 CME 글로벡스 CME 글로벡스

티커 코드 ZC ZS ZW

기초 상품 옥수수 대두 소맥

계약단위 5,000부셸(~ 127 메트릭톤) 5,000부셸(~136 메트릭톤) 5,000부셸(~136 메트릭톤)

근사치 달러 가치 $38,000/계약 $75,000/계약 $38,000/계약

일일평균 명목가치 $109억 $154억 $41억

최소가격변동폭 $0.0025/부셸 $0.0025/부셸 $0.0025/부셸

1틱당 달러 가치 $12.50 $12.50 $12.50

옵션 가능 가능 가능

옥수수
옥수수는 가축•가금류 사료 외에도 마가린, 
옥수수전분, 청량음료용 감미료 등 일상 식품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며 최근에는 에탄올의 원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일 거래량이 224,000건에 
달하는 옥수수(ZC) 선물은 가격발견, 시장 리스크 
관리 및 생산자와 독립적 거래회사, 제조업체 
모두의 이익추구를 위한 주요 도구입니다. 
계약단위 5,000부셸로 거래되는 옥수수 선물은 
매우 큰 유동성을 제공하여 심지어 가장 복잡한 
시장전략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대두
대두 가격은 글로벌 공급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주로 곡물 생산주기와 날씨 및 시장수요 
변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일 거래량 170,000
건에 표준 계약단위 5,000 부셸로 거래되는 대두
(ZS) 선물계약은 상품 생산자와 최종사용자 및 
거래중개인에게 가격 리스크•발견 도구를 제공하며, 
거래자와 투자자에게는 시장으로부터의 높은 
수익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소맥
1877년 소맥 선물의 도입과 함께 선물업계가 
탄생했습니다. 표준 계약단위 5,000부셸로 
거래되는 소맥(ZW) 계약은 현재까지 전세계 선물 
업계의 표준입니다. 일일평균거래량 88,000
건이 넘는 벤치마크 계약으로서 모든 리스크 
관리전략 수행 및 규모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거나 
청산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7x
농산물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
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거 
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옥수수2 ZC OZC 5,000부셸 $0.0025/
부셸

224,834 94% $5,456 1,170,441 101,829 46% $2,460 1,626,295

대두2 ZS OZS 5,000부셸 $0.0025/
부셸

170,366 95% $11,091 622,510 72,020 52% $4,123 932,736

대두유2 ZL OZL 60,000파운드 $0.0001/파
운드

83,272 95% $2,188 305,280 5,573 20% $146 107,292

대두박2 ZM OZM 100숏톤 10센트/숏톤 80,462 94% $3,271 258,864
10,791 43% $441 177,282

소맥2 ZW OZW 5,000부셸 $0.0025/
부셸

88,798 97% $2,928 359,333 15,094 51% $499 339,263

KCBT 미국산 
적맥3

KE OKE 5,000부셸 $0.0025/
부셸

20,266 92% $42,200 152,744 808 43% $1,423 26,509

생우1 LE LE 40,000파
운드

$0.00025/
파운드

44,965 88% $2,288 303,362 9,059 63% $454 227,028

돈육1 HE HE 40,000파
운드

$0.00025/파
운드

47,030 88% $1,666 323,068 6,028 77% $219 150,415

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계약은 KCBT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표시된 티커는 CME 글로벡스 상의 상품코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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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상품
CME Group은 2008년 NYMEX 인수합병 이후 저유황경질유(WTI),  
천연가스(Henry Hub), 석유, 전기상품 등의 계약을 선보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유동적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제공해왔습니다.

거래 또는 청산되는 
에너지 상품의 일일 
평균 계약건수

원유
저유황경질유(WTI) 선물을 이용해 직접적인 수익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일평균거래량 약 615,000건의 저유황경질유 선물은 세계 제일의 유동성을 
자랑하는 벤치마크 원유 계약으로서 이용자에게 잠재적인 수익 및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1,000배럴의 표준단위 계약과 500배럴의 
E-mini 계약으로 이용 가능해 유연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수요•공급 변동 
이용, 에너지시장 익스포저 관리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며 이 
모든 혜택을 중앙거래당사자(CCP) 청산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천연가스
Henry Hub 천연가스(NG) 선물을 통해 가격변동을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시장 익스포저를 관리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주요 요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0 mmBtu의 표준단위 계약은 286,000건의 
일일평균거래량을 자랑하며 그 1/4 규모인 2,500 mmBtu의 E-mini 계약은 
거래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벤치마크로 
널리 인정받은 Henry Hub 천연가스 선물은 세계 최대의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익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180만

상품 저유황 경질유 선물 천연가스

거래 장소 CME 글로벡스 CME 글로벡스

티커 코드 CL NG

기초 상품 저유황경질유(WTI) 천연가스(Henry Hub)

계약단위 1,000배럴 10,000 mmBtu

근사치 달러 가치 $100,000/계약 $24,000/계약

일일평균 명목가치 $740억 $75억

최소가격변동폭 $0.01/배럴 $0.001/mmBtu

1틱당 달러 가치 $10.00 $10.00 

옵션 가능 가능

에너지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
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 
거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원유(WTI) CL LO 1,000 U.S. 
배럴

$0.01/배럴 615,190 95% $63,427 1,858,312 130,620 47% $13,569 2,860,369

원유(Brent) BZ BE 1,000 U.S. 
배럴

$0.01/배럴 50,209 99% $5,383 65,354 2,259 0% $108 415,673

NY 
HarborULSD HO OH 42,000 U.S. 

갤런
$0.0001/
갤런

118,358 91% $15,114 268,258 2,276 6% $291 83,664

천연가스 NG ON, LN 10,000 
mmBtu

$0.001  
(0.1¢)/
mmBtu

286,120 96% $10,454 1,275,796 72,060 12% $2,531 5,410,377

RBOB 휘발유 RB OB 42,000 U.S. 
갤런

$0.0001/
갤런

131,757 92% $15,682 231,432 2,021 12% $241 32,901

본 계약은 NYMEX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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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CME Group은 주가지수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세계 제일의 시장이며 S&P500 
지수와 나스닥100지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 니케이225지수 및 S&P 
CNX Nifty지수 등 주요 벤치마크에 대한 거래를 제공합니다.

E-mini S&P 500지수 선물 
계약은 세계최초의 100% 
전자거래이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주가지수 선물계약

상품 E-MINI S&P 500지수 선물 E-MINI 나스닥100지수 E-MINI 다우지수

거래 장소 CME 글로벡스 CME 글로벡스x CME 글로벡스

티커 코드 ES NQ YM

기초 상품 Cash S&P 500 Cash NASDAQ-100 Spot DJIA

계약단위 $50 x S&P 500지수 $20 x 자스닥100지수 $5 x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

근사치 달러 가치 $65,000/계약 $46,000/계약 $64,000/계약

일일평균 명목가치 $1,630억 $100억 $70억

최소가격변동폭 0.25 지수포인트 0.25 지수포인트 1.00 지수포인트

1틱당 달러 가치 $12.50 $5.00 $5.00 

옵션 가능 가능 가능

E-mini S&P 500지수
전세계 거래자들은 E-mini S&P 500지수(ES) 
선물을 통해 미국증시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가격변동 및 변동성을 이용합니다. 일일평균 
거래량 약 160만 건의 E-mini S&P 500지수 
선물은 현재 세계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주가지수 선물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벤치마크인 E-mini S&P 
500지수에 대한 동일한 익스포저를 얻습니다.

E-mini 나스닥100지수
투자자들은 나스닥 증시에 상장된 100대 
비금융 업종 대표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수익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유동성이 
매우 높은 E-mini 나스닥100지수(NQ) 선물을 
선택합니다. 일일평균거래량 약 22만 건의 E-mini 
나스닥 100지수 계약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생명공학 등 주요 업계 그룹을 
아우르는 기준지수를 통해 다변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E-mini 나스닥100지수 선물은 
투자자에게 기준지수의 혜택과 더불어 더욱 높은 
정확성과 유연한 거래기회를 제공합니다.

E-mini 다우지수
다양한 전략과 시장환경 및 여러 목적에 
부합하는 E-mini 다우지수(YM) 선물은 폭넓은 
주식시장 익스포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약 128,000건 이상의 
일일평균거래량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은 E-mini 
다우지수는 9개 경제부문의 30대 대형주, 블루칩 
미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증시의 
주요 벤치마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주가지수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거 
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E-mini S&P 
500지수1

ES ES $50 0.25 = $12.50스프레드 
0.05 = $2.50

1,624,705 100% $135,726 2,617,690 306,177 100% $25,032 2,728,640

S&P 500
지수1

SP CS/PS $250 0.10 = $25.00 
스프레드 0.05 = $12.50

14,471 8% $6,080 152,973 28,683 0% $11,854 330,099

E-mini 나스
닥100지수1

NQ NQ $20 0.25 = $5.00 
스프레드 0.05 = $1.00

220,637 100% $13,709 405,966 1,851 100% $114 41,313

E-mini  
다우 $5 2

YM OYMC/
OYMP

$5 1.00 = $5.00 128,865 100% $9,809 121,849 597 100% $46 17,763

E-mini S&P 
MidCap 
4001

EMD EMD $100 0.10 = $10.00 
스프레드 0.05 = $5.00

21,771 100% $2,658 112,703 7 100% $1 172

니케이225지
수(YEN)1

NIY – ¥500 5.00 = ¥2500 39,892 100% $2,854 67,715 – – – –

Nikkei 225 
(USD)1

NKD KN/JN $5 5.00 = $25.00 17,174 100% $1,220 61,439 – – – –

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3. 미국식 옵션만 표시

* 표시된 티커는 CME 글로벡스 상의 상품코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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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CME Group은 외환(FX) 선물을 통해 56개 선물과 31개 옵션 계약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글로벌 상품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CME Group은 세계 최대규모의 외환 
정규시장으로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른 어느 시장에서보다도 안전하게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일 평균  
외환 유동성 
$1,200억 이상

상품 유로 FX EUR/USD JPY/USD GBP/USD

거래 장소 CME 글로벡스 CME 글로벡스 CME 글로벡스

티커 코드 6E 6J 6B

기초 상품 유로 일본엔 영국파운드

계약단위 125,000 유로 12,500,000 일본엔 62,500 영국파운드

근사치 달러 가치 172,288/계약 149,687/계약 99,143/계약

일일평균 명목가치 $360억 $130억 $100억

최소가격변동폭 $.0001/유로 증가 $.000001/일본엔 증가 $.00001/영국파운드 증가

1틱당 달러 가치 $12.50 $12.50 $6.25 

옵션 가능 가능 가능

EUR/USD
EUR/USD (6E) 선물은 CME Group에서도 
일일평균거래량 212,000건에 달하는, 가장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외환 선물계약입니다. 
적극적 개인거래자에서 헤지펀드, 다국적기업까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호가스프레드를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다양한 
스트림의 깊은 유동성 풀을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거래시스템과 높은 시장 유동성을 통해 이용자는 
더욱 빠르고 쉽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PY/USD
일일거래량 약 137,000건인 JPY/USD (6J) 
선물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리스크를 
관리하고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계약상품은 
소매 및 기관거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위로 
제공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에 추가적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CME청산소는 거래 일체를 청산 및 
결제하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보장합니다.

GBP/USD
일일평균거래량이 111,000건 이상인 GBP/
USD (6B) 선물은 영국파운드 대비 미국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완전한 가격 투명성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ME 
Group의 다양한 시장을 통해 GBP/USD
의 호가스프레드를 1~2포인트 타이트하게 
유지해주는 깊은 유동성 풀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이용과 리스크 관리를 돕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200+
외환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 
거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 
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EUR/USD 6E 6E 125,000유로 $0.0001/유로 증가 
($12.50/계약)

212,585 97% $35,179 259,039 22,773 82% $3,746 301,558

JPY/USD 6J 6J 12,500,000일본엔 $0.000001/일본엔 증가 
($12.50/계약)

137,183 97% $17,347 168,948 11,640 85% $1,459 130,536

AUD/USD 6A 6A 100,000호주달러 $0.0001/호주달러 증가 
($10.00/계약)

111,736 97% $10,821 171,293 8,122 84% $768 85,410

GBP/USD 6B 6B 62,500영국파운드 $0.0001/영국파운드 증가 
($6.25/계약)

100,406 97% $9,163 118,923 6,590 89% $598 91,299

CAD/USD 6C 6C 100,000
캐나다달러

$0.0001/캐나다달러 증가 
($10.00/계약)

62,791 97% $6,039 123,249 4,379 84% $417 48,692

CHF/USD 6S 6S 125,000
스위스프랑

$0.0001/스위스프랑 증가 
($12.50/계약)

41,516 94% $1,596 122,691 4 0% $0 51

MXN/USD 6M 6M 500,000
멕시코페소

$0.000025/멕시코페소 증가 
($12.50/계약)

31,731 97% $4,259 42,052 718 95% $94 10,967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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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미국달러 표시 수익률곡선 전체를 아우르는 CME Group의 
상품에는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미국 금리 벤치마크 관련 
선물 및 옵션이 포함됩니다. 또한 CME Group은 30일에서 
30년까지 만기가 다양하고 거래층이 두터우며 유동성이 큰 
금리상품을 제공하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CME Group은 청산 장외 
금리스왑(IRS) 대비 유로달러 
및 미국 국채의 포트폴리오 
증거금책정을 통해 최고 85% 
의 자본 효율성을 제공

미국 국채
미국 국채(ZB) 선물 거래 시, 스프레드 거래, 헤징 및 듀레이션 조정 등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포트폴리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평균거래량이 약 333,000건 이상이며 전체 국채선물시장의 
필수부분이자 장기금리 익스포저 관리를 위한 기초입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10년 만기 미국 국채(ZN) 선물은 미국 국채 선물과 함께 수익 증대, 
듀레이션 조정 및 포트폴리오 헤징 등 다양한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해주는 도구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유동성을 자랑하는 본 상품은 
일일평균거래량이 110만건에 달하며 장기금리 익스포저 관리 또는 
단기수익기회 발견을 위한 유동성 시장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85%

상품 미국 국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거래 장소 CME 글로벡스 CME 글로벡스

티커 코드 ZB ZN

기초 상품 CTD Cash T-Bonds5 CTD Cash 10 Yr T-Note

계약단위 만기 시 액면가 $100,000의 미국 국채 만기 시 액면가 $100,000의 미국 국채

근사치 달러 가치 $141,000/계약 $130,000/계약

일일평균 명목가치 $380억 $1,180억

최소가격변동폭 1/32 포인트 1/64 포인트

1틱당 달러 가치 $31.25 $15.63 

옵션 가능 가능

금리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 
거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유로달러 1 GE GE $1,000,000 근월: 0.0025 = $6.25 
기타: 0.005 = $12.50

2,053,788 98% $2,053,788 8,869,187 760,043 11% $760,043 21,976,565

2년 만기 국채 2 ZT OZT $200,000 1/32의 1/4 = $15.625 211,308 86% $42,262 906,620 7,834 24% $1,567 66,304

5년 만기 국채 2 ZF OZF $100,000 1/32의 1/4 = $7.8125 675,781 90% $67,578 1,697,236 94,517 42% $9,452 1,178,990

10년 만기 국채 2 ZN OZN $100,000 1/32의 1/2 = $15.625 1,198,769 95% $119,877 1,955,461 341,557 54% $34,156 1,633,169

미국 국채 2 ZB OZB $100,000 1/32 = $31.25 333,443 97% $33,344 640,018 61,965 61% $6,197 352,944

초장기 국채 2 UB OUB $100,000 1/32 = $31.25 74,522 91% $7,452 399,884 290 84% $29 2,601

30일 만기 연방
기금 2

ZQ OZQ $5,000,000 근월: 0.0025 = 10.4175
기타 : 0.0050 = $20.835

18,104 100% $90,522 321,834 64 0% $321 7,517

DSF 5,723 83% $572 67,377

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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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CME Group의 금속 시장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며 금, 은, 백금, 팔라듐, 구리, 철광석, 
알루미늄, 강철 등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
금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기회를 얻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 선물은 
금괴, 금화, 금광주식 등 기존의 금 관련 투자를 대신하는 주요 상품으로서, 
일일평균거래량이 178,000건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여 거래자에게 더욱 큰 
융통성과 포트폴리오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금(GC) 선물은 1온스당 달러/
센트로 가격이 책정되며 벤치마크 계약의 경우 100 트로이온스, miNY 
계약은 50 트로이온스, E-micro 계약은 10 트로이온스 단위로 거래됩니다.

은
일일거래량 55,000건 이상의 은(SI) 선물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자는 가격 방향이나 스프레드 변동, 
변동성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거래가 가능한 매우 유동적인 
금속시장을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 선물계약은 1온스당 달러/
센트로 가격이 책정되며 표준계약의 경우 5,000 트로이온스, 
miNY 계약은 2,500 트로이온스 단위로 거래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상품 금 선물 은

거래 장소 CME 글로벡스 CME 글로벡스

티커 코드 GC SI

기초 상품 금 은

계약단위 100 트로이온스 5,000 트로이온스

근사치 달러 가치 $166,000/계약 $160,000/계약

일일평균 명목가치 $310억 $140억

최소가격변동폭 $0.10/트로이 온스 $0.005/트로이 온스

1틱당 달러 가치 $10.00 $25.00 

옵션 가능 가능

1. 본 계약은 COMEX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NYMEX의 규칙 및 규정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금속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 
거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 
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

백만)

미결제약정

금 1

GC OG 100 트로이 온스
$0.10/트로이온스 178,841 94% $23,687 369,196 35,732 52% $4,590 1,552,172

은 1 SI SO 5,000 트로이 온스 $0.005/트로이온스  
(아웃라이트 거래)

$0.001/트로이온스
(스프레드/결제)

55,358 97% $6,029 113,065 8,659 67% $940 237,211

구리 1

HG HX 25,000파운드
$0.0005/파운드 61,209 97% $4,947 151,271 105 91%

$8
1,840

백금2

PL PO 50 트로이 온스
$0.10/트로이온스. 11,664 93% $847 59,858 552 1%

$39
13,388

팔라듐2

PA PAO 100 트로이 온스
$0.05/트로이온스 5,055 91% $369 35,587 401 0% $29 19,010

300억 달러 이상의  
일일 금 유동성$300억



저작권 2013 CME Group. 모든 권한 보유.

선물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은 차입금을 사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에 예치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는 손해를 입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 거래마다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이 자금의 일부만을 한 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Globe 로고,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및 Globex®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BOT®와 Chicago Board of Trade®는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의 상표입니다.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및 ClearPort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는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ME Group은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각의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 문서 상의 정보는 CME Group이 일반적인 용도로만 편집한 것입니다. CME Group은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본 문서 상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사용한 모든 예제들은 오직 설명을 돕기 위해 가정한 것으로써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규정 및 
사양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및 NYMEX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사양과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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