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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시장 업데이트
금과 은의 결정적인 바닥?
지난달 우리는 "금 급락 시 매수" 관점을 
견지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금과 은은 8월 
급락으로 일종의 결정적인 바닥을 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펙거래자들은 8월 초 
흔치 않은 금과 플래티넘의 순 매도포지션
에 이르렀고 팔라듐과 은도 그런 상황에 
근접했는데, 이는 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
준의 약세 분위기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금은 (관세 전쟁이 시작된) 6월 초
부터 8월 저점까지 파운드 당 $158라는 엄
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은은 온스 당 
$3.15의 놀라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기술적 과매도 상태와 전통적인 차트 반전 
신호의 존재에 더해 금과 은 가격은 최근 
실물 수요 관점에서 벗어나 안전항(safe 
haven, 피난처)으로서의 역할로 이동하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말부터 
심화되어 온) 실물 수요의 급감 우려에서 
안전항 매수로의 온전한 이행이 이루어지
려면 아마도 만연한 통화위기, 미중 무역
관계가 철저히 붕괴될 것이라는 신호 혹은 
미-유럽 무역관계가 개선에 앞서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 – COT – 선물 & 옵션 
비신고비상업적, 비신고 대상 순 포지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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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일 미-캐나다 무역협상이 다른 무
역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거나 미 연준이 다음 번 회의 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들이 
달러 약세 재개로 이어진다면 이는 실물 
매수 행위와 이번 초여름에 마지막으로 목
격했던 가격 회복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
을 것입니다. 지난 3개월의 무역 분쟁으로 
최대 금 소비국인 두 나라(중국과 인도)의 
통화는 급락했고, 이것이 금 매수세의 심
각한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만일 국제무역 상황이 악화되면 금과 은 
시장에서 새로운 안전항 매수 움직임을 볼 
수 있겠지만 국제무역 관계가 개선될 신호
를 보일 경우 새로운 실물 매수세도 나타
날 것입니다. 모든 트레이더가 처음부터 
안전항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전통적 실물 수요 잠재력이 매수 행
위로 이어지면 안전항 매수로 인한 것보다 
더 강력한 랠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
역 상황의 개선은 달러 약세를 압박하고, 
통화 붕괴의 우려를 완화하고, 낙관적 경
제전망을 부활시키고, 기술적 숏커버링을 
촉진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2018년을 되짚어보면 새로운 타
겟 랠리는 12월물 금 $1,253, 12월물 은 
$15.79가 됩니다. 우리는 실물 수요나 기
술적 숏커버링이 적극 이루어질 것으로 믿
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바닥 매수에 관심을 가진 이들
은 선물 매수 및/또는 시가에 근접한 강세 
콜 스프레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물 금 - USD / oz

2018년 12월물 은 - USD /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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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매매전략 

1)  $1,185 하향 돌파 시 12월물 금 매수. 
이 거래의 목표가는 $1,252로 하고, 리
스크는 $1,167로 설정. 

2)   12월물 금에 대해 $1,200/$1,250 강세 
콜 스프레드(약 $15.00)를 매수. 이 스
프레드의 목표는 $38.00로 하고, 리스
크는 순손실 $8.00로 설정. 

3)   12월물 은에 대해 $14.90/$15.60 강
세 콜 스프레드를 $0.20의 순비용으
로 매수. 12월물 선물의 거래 목표가를 
$15.78로 하고, 해당 거래의 리스크는 
$700 손실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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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인도 루피 – 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