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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CME와 CBOT의 전통을 이어 받은 CME Group 시장은 참여자들에게 어
떤 거래소보다도 더욱 유동성이 뛰어나고 폭넓은 농산물 선물 및 옵션과 
장외스왑 청산을 제공합니다.  CME그룹이 제공하는 곡물, 유지종자, 가
축, 유제품, 목재 등의 계약 상당수는 글로벌 벤치마크로 인정받고 있습
니다.

CME그룹의 소맥시장 일일 
거래량은 동일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2위 규모 
소맥상품의 거래량 대비 
평균 7배 수준에 달합니다. 

상품 옥수수 선물 대두 소맥

거래 장소 CME Globex 전산매매/플로어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플로어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플로어매매

티커 코드 ZC ZS ZW

기초 상품 옥수수 대두 소맥

계약 단위 5,000부셸(~127 메트릭톤) 5,000부셸(~136 메트릭톤) 5,000부셸(~136 메트릭톤)

계약당 금액 근사치 $38,000/계약 $75,000/계약 $38,000/계약

최소 호가 단위 $0.0025/부셸 $0.0025/부셸 $0.0025/부셸

최소가격변동 금액 $12.50 $12.50 $12.50

옵션 가능 가능 가능

옥수수
옥수수는 가축 및 가금류의 사료 외에도 
마가린, 옥수수전분, 청량음료용 감미료 등 
일상 식품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며 최근에는 
에탄올의 원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일 
거래량이 272,900계약에 달하는 옥수수
(ZC) 선물은 생산자와 독립적 거래회사, 
제조업체 모두의 가격발견 및 시장 리스크 
관리와 이익추구를 위한 주요 도구로서 
현물인도되는 계약입니다. 계약단위 5,000
부셸로 거래되는 옥수수 선물은 가장 
복잡한 시장전략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큰 유동성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대두
대두 가격은 글로벌 공급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주로 곡물 생산주기와 날씨 
및 시장수요 변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일 거래량 239,500건에 표준 계약단위 
5,000 부셸로 거래되는 대두(ZS) 
선물계약은 상품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및 거래중개인에게 가격 리스크 관리 및 
가격 발견 도구를 제공하며, 거래자와 
투자자에게는 시장으로부터의 높은 수익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소맥
1877년에 처음 도입된 소맥 선물은 선물 
산업의 탄생을 가져 왔습니다.  표준계약단위 
5,000부셸 소맥 계약은 여전히 전세계 
선물산업의 표준입니다.  일일거래량 
95,900계약이 넘는 이 벤치마크 계약은 
다른 어떤 계약과도 견줄 수 없는 유동성을 
제공하여 어떠한 위험관리 전략의 실행이나 
매우 큰 포지션의 신속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진입과 청산이 가능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7배

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 표시된 티커는 CME 글로벡스 상의 상품코드임.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은 2014년 4분기 수치임.

농산물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 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거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옥수수2 ZC OZC 5,000부셸 $0.0025/부셸 272,941 93% $5,194 1,236,694 80,271 61% $1,508 1,044,139

대두2 ZS OZS 5,000부셸 $0.0025/부셸 239,547 94% $12,077 599,377 81,765 59% $4,096 702,513

시카고 SRW 소맥2 ZW OZW 5,000부셸 $0.0025/부셸 95,989 98% $2,688 371,349 24,197 52% $689 313,948

대두유2 ZL ZL 60,000파운드 $0.0001/파운드 104,773 96% $2,058 355,341 6,626 29% $130 90,495

대두박2 ZM OZM 100숏톤 10센트/숏톤 96,055 95% $3,374 341,247 13,555 51% $474 194,283

생우1 LE LE 40,000파운드 $0.00025/파운드 47,401 90% $3,119 266,498 14,860 71% $977 269,866

돈육1 HE HE 40,000파운드 $0.00025/파운드 30,900 91% $1,113 214,654 8,515 86% $310 180,569

캔사스시티 HRW 
소맥3

KE OKE 5,000부셸 $0.0025/부셸 22,783 96% $697 131,572 1,795 37% $55 4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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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상품
CME그룹은 2008년 NYMEX 인수합병 이후 저유황경질유(WTI), 
천연가스(Henry Hub), 석유, 전력 상품 등의 계약을 선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유동성이 뛰어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제공해왔습니다.

거래 또는 청산되는 
에너지 상품의 일일 
평균 계약건수

원유
저유황 경질유 (CL) (WTI) 선물로부터 직접적인 수익 기회를 
잡으십시오.  일평균 거래량 660,300계약이 넘는 저유황 경질유 
선물은 세계 제일의 유동성을 자랑하는 벤치마크 원유 계약으로서 
귀하에게 잠재적인 수익 및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1,000배럴의 표준단위 계약과 500
배럴의 E-mini 계약으로 이용 가능하여 유연하고 귀하로 하여금 
수요 및 공급의 변동에 따른 이익실현, 에너지 시장 익스포저 
관리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며 이 모든 혜택을 
중앙집중결제상대방(DDP) 청산 방식을 통하여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천연가스
Henry Hub 천연가스(NG) 선물을 통해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취하고, 에너지시장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중요 구성요소를 이용하십시오.  10,000 mmBtu(1백억 Btu)의 
표준계약단위로 322,400계약이 넘는 일평균거래량을 자랑하며 
그 1/4규모인 2,500 mmBtu의 E-mini계약은 거래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줍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벤치마크로 널리 
인정받은 Henry Hub 천연가스 선물은 세계 최대의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익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160만

상품 저유황 경질유 선물 천연가스

거래 장소 CME Globex 전산매매/플로어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플로어매매

티커 코드 CL NG

기초 자산 저유황경질유 (WTI) 천연가스(Henry Hub)

계약 단위 1,000 배럴 10,000 mmBtu

계약당 금액 근사치 $100,000/계약 $24,000/계약

최소 가격 단위 배럴당 0.01 달러 $0.001/mmBtu

최소가격변동 금액 $10.00 $10.00 

옵션 가능 가능

에너지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거래량 
(ADV)

전산매매 
비중(%)

ADV 
명목가치 ($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산매매 
비중(%)

ADV 
명목가치 ($

백만)

미결제약정

원유 (WTI) CL LO 1,000 U.S. 배럴 배럴당 0.01 달러 660,347 96% $48,627 1,468,497 199,164 55% $13,191 3,975,370

천연가스 NG ON, LN 10,000 mmBtu $0.001 (0.1¢)/
mmBtu 322,441 96% $12,505 939,402 93,714 12% $3,493 4,031,385

RBOB 휘발유 RB OB 42,000 미 갤런
$0.0001/갤런

135,396 91% $11,480 331,633 1,600 20% $136 34,190

NY HarborULSD HO OH 42,000 미 갤런 $0.0001/갤런 151,864 91% $14,731 345,635 4,405 6% $426 186,700

원유 (브렌트) BZ BE 1,000 U.S. 배럴 배럴당 0.01 달러 96,813 99% $7,718 140,181 2,629 0% $205 344,582

이들 계약은 NYMEX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은 2014년 4분기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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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CME 그룹은 세계 최대의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으로서 S&P 500, 
NASDAQ-100, 다우존스산업평균, Nikkei 225 및 S&P CNX Nifty 지수 등의 
주요 벤치마크에 대한 거래기회를 제공합니다.

E-mini S&P 500 선물계약은 
세계 최초의 100% 전산매매 
상품이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주가지수 선물계약입니다.

상품 E-MINI S&P 500지수 선물 E-MINI NASDAQ-100 지수 E-MINI 다우지수

거래 장소 CME Globex 전산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

티커 코드 ES NQ YM

기초 자산 S&P 500 현물 지수 NASDAQ-100 현물 지수 DJIA 현물 지수

계약 단위 $50 x S&P 500 지수 $20 x NASDAQ-100 지수 $5 x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

계약당 금액 근사치 $65,000/계약 $46,000/계약 $64,000/계약

최소 호가 단위 0.25 지수포인트 0.25 지수포인트 1.00 지수포인트

최소가격변동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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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거래량 
약 180만 계약의 E-mini S&P 500 선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계약입니다.  이 계약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시장 벤치마크와 일치하는 포지션을 얻을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E-mini NASDAQ-100
투자자들은 나스닥 시장의 100대 비금융기업에 
대한 수익기회와 포지션 관리를 위하여 유동성이 
매우 높은 E-mini NASDAQ-100 (NQ) 선물을 
선택합니다.  일평균거래량 약 333,500계약의 
E-mini NASDAQ-100 계약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생명공학 등 주요 업종을 
아우르는 기초지수를 통하여 다변화의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E-mini NASDAQ-100 지수선물은 
투자자에게 기초지수의 혜택과 더불어 더욱 
큰 정확도와 거래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mini 다우지수
다양한 전략과 시장환경 및 여러 목적에 
부합하는 E-mini 다우지수(YM) 선물은 폭넓은 
주식시장 익스포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평균거래량 약 171,458
계약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은 E-mini 다우지수는 
9개 산업부문의 30대 대형 블루칩 미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증시의 핵심 
벤치마크를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주가지수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3

일일평균거래량 
(ADV)

전산매매 
비중(%)

ADV 
명목대금 ($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산매매 
비중(%)

ADV 
명목대금 ($

백만)

미결제약정

E-mini S&P 500 1 ES ES $50 0.25 = $12.50 
스프레드 0.05 = $2.50 1,834,034 100% $181,607 2,779,007 573,901 100% $56,937 2,948,001

E-mini NASDAQ-100 
1 NQ NQ $20 0.25 = $5.00 

스프레드 0.05 = $1.00 333,578 100% $27,215 334,666 10,911 100% $890 64,065

E-mini Dow $5 2 YM OYMC/
OYMP $5 1.00 = $5.00 171,458 100% $14,613 116,054 820 100% $0 18,944

E-mini S&P  
중형주 400 1 EMD EMD $100 0.10 = $10.00 

스프레드 0.05 = $5.00 23,205 100% $3,214 80,443 1 100% $0 8

니케이225지수
(USD)1 NKD KN/JN $5 5.00 = $25.00 23,681 100% $1,975 62,143 — — — —

Nikkei 225 (YEN) NIY – ¥500 5.00 = ¥2500 64,505 99% $4,687 103,321 — — — —

S&P 500지수 SP CS/PS $250
0.10 = $25.00 
스프레드 0.05 = 
$12.50

14,261 7% $7,118 127,777 56,975 0% $28,250 349,307

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3. 미국형옵션만 집계함

* 표시된 티커는 CME 글로벡스 상의 상품코드임.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은 2014년 4분기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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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CME그룹은 통화(FX) 선물을 통해 56개 선물과 31개 옵션 계약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글로벌 상품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CME그룹은 세계 최대규모의 통화 정규시장으로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른 어느 시장에서보다도 안전하게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평균 $1,200
억이 넘는 
통화 거래량

상품 유로 FX EUR/USD JPY/USD GBP/USD

거래 장소 CME Globex 전산매매/플로어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플로어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플로어매매

티커 코드 6E 6J 6B

기초 자산 유로 일본 엔 영국파운드

계약 단위 125,000 유로 12,500,000 일본엔 62,500 영국파운드

계약당 금액 근사치 172,288/계약 149,687/계약 99,143/계약

최소 호가 단위 $.0001/유로 당 $.000001/일본엔 당 $.00001/영국파운드 당

최소가격변동 금액 $12.50 $12.50 $6.25 

옵션 가능 가능 가능

EUR/USD
EUR/USD (6E) 선물은 CME그룹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통화 선물계약입니다. 
일평균거래량 249,419계약이 넘는 EUR/
USD (6E) 선물은 적극적 개인거래자에서 
헤지펀드, 다국적기업까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호가 
스프레드를 좁게 유지하는 다양한 흐름의 
깊은 유동성 풀을 허용하는 상품입니다.  
자동화된 거래시스템과 높은 시장 
유동성을 통해 이용자는 더욱 빠르고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청산할 수 있습니다.

JPY/USD
일일거래량 약 205,800계약의 JPY/USD 
(6J) 선물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리스크를 관리하고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계약상품은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위로 제공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에 추가적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CME
청산소는 거래 일체를 청산 및 결제하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보장합니다.

GBP/USD
일일평균거래량이 93,900계약 이상인 
GBP/USD (6B) 선물은 영국파운드 대비 
미국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완전한 가격 
투명성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ME 그룹의 다양한 
시장은 깊은 유동성 풀을 통하여 매도-매수 
스프레드를 GBP/USD의 1 ~ 2 포인트 
정도로 좁게 유지시켜 주어 귀하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청산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상품 상세설명

1200+

통화

계약 선물 티
커*

옵션 티
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거래량 
(ADV)

전산매매 
비중(%)

ADV 
명목대금 ($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산매매 
비중(%)

ADV 
명목대금 
($백만)

미결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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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419 99% $39,009 388,528 43,346 96% $6,766 3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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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867 99% $22,566 224,087 15,750 91% $1,721 192,401

GBP/USD 6B 6B 62,500영국파운드 1파운드당 $0.0001 (
계약당 $6.25)

93,938 99% $9,297 143,197 10,501 96% $1,039 10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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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56 99% $8,989 119,285 6,561 97% $560 70,112

CAD/USD 6C 6C 100,000
캐나다달러

1캐나다달러당 $0.0001 
(계약당 $10.00)

64,914 99% $5,712 96,257 5,401 99% $475 53,488

MXN/USD 6M 6M 500,000
멕시코페소

$0.000025/멕시코페소 
당 ($12.50/계약)

47,352 95% $1,699 129,234 94 86% $3 2,694

CHF/USD 6S 6S 125,000
스위스프랑

$0.0001/스위스프랑 당 
($12.50/계약)

47,125 99% $6,115 59,056 1,547 98% $200 24,342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은 2014년 4분기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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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미국 달러화 표시 수익률곡선 전체를 아우르는 CME 그룹의 
상품에는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미국 금리 벤치마크 관련 
선물 및 옵션이  포함됩니다.  CME 그룹은 또한 30일에서 30
년까지에 이르는, 거래층이 두터우며 유동성이 큰 금리상품을 
제공하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CME 그룹은 청산장외금리스왑
(IRS)과 유로달러 및 미국 
국채의 포트폴리오 교차증거금 
책정을 통해 최고 85%의  자본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미국 국채
미국 장기국채(ZB) 선물 거래를 통하여 스프레드 
거래, 헤지 및 듀레이션 조정 등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 약 
389,600계약 이상으로서 전체 국채 선물시장의 필수 
부분이자 장기금리 포지션 관리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미 장기국채 선물과 함께 10년 만기 미 중기국채 (ZN) 선물은  
다양한 거래 적용의 핵심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수익 증대, 듀레이션 
조정 및 포트폴리오 헤지 전략이 포함됩니다.  세계적인 유동성을 
자랑하는 10년물 미 국채 선물은  일일 평균 140만계약이 넘게 
거래되면서 귀하에게 장기 금리 포지션의 관리나 단기 이익 
기회의 발견을 위한 정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을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85%

상품 미국 국채 10년 만기 미 국채

거래 장소 CME Globex 전산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

티커 코드 ZB ZN

기초 자산 CTD 현물 국채5 CTD 현물 10년만기 국채

계약 단위 미 국채의  만기시 액면가는 $100,000 미 국채의  만기시 액면가는 $100,000

계약당 금액 근사치 $141,000/계약 $130,000/계약

최소 가격 단위 1/32 포인트 1/64 포인트

최소가격변동 금액 $31.25 $15.63 

옵션 가능 가능

금리

계약 선물 티
커*

옵션 티
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거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대금 ($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대금 ($

백만)

미결제약정

유로달러 1 GE GE $1,000,000 근월: 0.0025 = $6.25 
기타: 0.005 = $12.50 2,882,044 98% $2,882,044 10,361,647 915,470 14% $914,974 23,948,297

10년 만기 국채 2 ZN OZN $100,000 1/32의 1/2 = $15.625 1,411,528 95% $141,153 2,608,757 400,963 66% $40,096 3,204,136

5년 만기 국채 2 ZF OZF $100,000 1/32의 1/4 = $7.8125 777,708 94% $77,771 1,834,632 108,797 58% $10,880 692,697

미국 국채2 ZB OZB $100,000 1/32 = $31.25 389,677 96% $38,968 879,287 69,231 75% $6,923 382,609

2년 만기 국채 2 ZT OZT $200,000 1/32의 1/4 = $15.625 320,299 90% $64,060 1,243,158 13,774 56% $2,755 243,938

초장기 국채 UB OUB $100,000 1/32 = $31.25 101,976 92% $10,198 524,052 724 38% $72 5,850

연방기금 30일물 ZQ OZQ $5,000,000 "근월물 : 0.0025 = 
10.4175
기타 : 0.0050 = 20,835”

45,240 99% $226,198 748,614 75 2% $373 21,389

DSF T1U, F1U, 
N1U, B1U

– $100,000 "2년물 = 1/32의 1/4 
5년물, 10년물, 30년물 = 
1/32의 1/2"

7,325 86% $732 92,834 — — — —

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은 2014년 4분기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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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CME그룹의 금속 시장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며 금, 은, 플래티늄, 팔라듐, 구리, 철광석, 
알루미늄, 강철 등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
금 선물의 수익기회를 이용하여 귀하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통화 
변동성으로부터 보호 받으십시오.  금 선물은 금지금, 금화, 금광업 
주식 등 전통적인 금 관련 투자를 대신하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금 
선물은 182,600계약이 넘는 일평균 거래량으로 거래자에게 더욱 큰 
융통성과 포트폴리오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금 선물(GC)은 온스당 
달러/센트로 호가되며 대표 상품의 경우 100 트로이온스, miNY계약은 
50 트로이온스, E-micro 계약은 10 트로이온스 단위로 거래됩니다.  

은
일일거래량 53,300계약이 넘는 은(SI) 선물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며 귀하에게 가격 방향이나 스프레드 변동, 
변동성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거래가 가능한 매우 유동적인 
금속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은 선물 
계약은 온스당 달러/센트로 호가되며 표준계약의 경우 5,000 
트로이온스, miNY계약은 2,500 트로이온스 단위로 거래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상품 금 선물 은

거래 장소 CME Globex 전산매매 CME Globex 전산매매

티커 코드 GC SI

기초 자산 금 은

계약 단위 100 트로이온스 5,000 트로이온스

계약당 금액 근사치 $166,000/계약 $160,000/계약

최소 가격 단위 $0.10/트로이온스 $0.005/트로이온스

최소가격변동 금액 $10.00 $25.00 

옵션 가능 가능

금속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거래량 
(ADV)

전산매매 
비중(%)

ADV 
명목대금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산매매 
비중(%)

ADV 
명목대금 
($백만)

미결제약정

금 1 GC OG 100트로이 온스 $0.10/트로이온스 182,627 95% $21,892 371,646 37,870 64% $4,551 1,400,302

구리 1 HG HX 25,000파운드 $0.0005/파운드 57,128 97% $4,259 160,435 61 88%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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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트로이온스
(스프레드/결제)

53,337 96% $4,387 151,215 7,884 75% $649 183,570

백금2 PL PO 50트로이 온스 $0.10/트로이온스 13,181 95% $810 64,119 296 10% $18 8,971

팔라듐 2 PA PAO 100트로이 온스 $0.05/트로이온스 5,469 93% $429 33,168 280 7% $22 4,059

일일 금 유동성 $300
억 이상$300억

1. 이 상품들은 COMEX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상품들은 NYMEX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그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은 2014년 4분기 수치임.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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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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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ME Group 및 “芝商所” 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CME’)의 상표입니다.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 (‘CBOT’)의 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NYMEX’)의 상표입니다.  이들 상표는 그 소유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 수정, 복제, 
검색시스템에 저장, 전송, 복사, 배포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CME와 CBOT 및 NYMEX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공인시장운영자(Recognized Market Operator)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자동매매서비스(Automated Trading Service) 제공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일본 법률 제25호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CME유럽거래소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CME Group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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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 지역사무소

시카고
+1 312 930 1000

싱가포르
+65 6593 5555

휴스턴
+1 713 658 9292 

동경
+81 3242 6232

뉴욕
+1 212 299 2000

캘거리
+1 403 444 6876

상파울루
+55 11 2565 5999

워싱턴 D.C.
+1 202 638 3838

런던
+44 20 3379 3700

홍콩
+852 2582 2200

서울
+82 2 6336 6722

CME Group 본사

20 South Wacker Drive 
Chicago, Illinois 60606 
cme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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