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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시장 업데이트: 금의 중간 저점

4-5월 금의 조정 장세가 끝나면서 원래의 가
치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의 근월물 
가격은 1,280달러대를 벗어나 5월말의 달러 
강세에 저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서 최소 한 가지 큰 악재는 해소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또한 연준이 올해 최대 5번까지 금리
를 올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져가면서 달
러화의 매수세가 일부 사라지고 금과 은의 투
기적 매도세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금위원회(WGC)의 2018년 1분기 
보고서에 반영된 수요 약화 요인들도 이미 금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WGC에서 
발표한 수요치는 2분기 현금화 추세에 반영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총 금 파생상품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이후 최고
치에 근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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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으로써 금에 수요가 몰리던 것에
서 탈피해 실물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시
장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
고 있습니다. 미 연준 및 여타 중요 중앙은
행들의 금리인상 위협이 완화되었고, 이
는 달러 강세를 완화시키는 한편 금과 기
타 상품 시장에 양의 실물 수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조정세를 보
이고 있지만,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보
고 있습니다. 근월물 원유 가격이 조정 전 
72.50달러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은 금, 은, 
플래티넘, 팔라듐 가격이 여름에 접어들
면서 상승세를 탈 것임을 의미합니다.

금 시장에서는 스펙투자자와 펀드의 순 
매수 포지션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규모 
손절매에 대한 취약성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CoT(Commitments of Traders) 보고
서에 따르면 5월 22일부로, 비영리 및 비
보고대상 트레이더들 전체의 순 매수 포
지션이 103,927계약으로 감소했는데, 이
는 225,000 계약을 넘었던 최근 고점에
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
는 것은, 시장이 다소간의 가격 하락만으
로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집중적인 손절매 전망은 약화되면
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
다. 거래량은 5월 저점에서는 규모가 대단
히 작다가 5월 21-25일 랠리 때는 높아졌
는데, 이는 저렴한 가격을 기회로 삼는 투
자자들이 최근 하락세를 매수기회로 삼
았음을 보여줍니다. 5월 29일에는, 거래
량이 2016년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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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는 발행일 현재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독립적
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특정 선물 계약 및 관련 상품 옵션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일체의 거래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선물
계약 또는 상품 옵션 거래에서 손실 위험은 상당히 클 수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그러한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신중
히 고려해야 합니다.  The Hightower Report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본 보고서를 재생산 또는 재전송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
히 금지됩니다. 위반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15,000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인 성명

단기 거래 아이디어:  

1) 8월물 금이 1,289달러까지 급격히 하
락할 때를 매수 기회로 삼는다. 목표가는 
1,324.90달러로 하고 거래 리스크는 12
월물 갭의 하단인 1,283.90달러까지로 잡
는다. 

2) 7월물 은을 16.15달러에 매수한다. 목
표가는 16.85달러로 하고 포지션 리스크
는 15.98달러까지로 잡는다.

장기 거래 아이디어:  
12월물 금을 2018년 저점보다 낮은 1,285
달러에 매수한다. 목표가는 1,374달러로 
하고 포지션 리스크는 1,274달러까지로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