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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CME와 CBOT의 전통을 이어받은 CME그룹의 시장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거래소보다도 더욱 유동성이 뛰어나고 폭넓은 농산물 선물 및 옵션과 장외 
스왑 청산을 제공합니다. CME그룹이 제공하는 곡물, 유지종자, 가축, 
유제품, 목재 등의 계약 상당수는 글로벌 벤치마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ME그룹의 소맥시장 일일 
거래량은 동일 계약단위를 
기준으로세계 2위 소맥상품 
거래량의 평균 7배 수준

옥수수
옥수수는 가축•가금류 사료 외에도 마가린, 
옥수수전분, 청량음료용 감미료 등 일상 
식품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며 최근에는 
에탄올의 원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일 
거래량이 226,600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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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500계약에 표준 계약단위 5,000 부셸로 
거래되는 대두(ZS) 선물계약은 상품 생산자와 
최종사용자 및 거래중개인에게 가격 위험 
관리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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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0계약이 넘는 벤치마크 계약으로서 
모든 리스크 관리전략 수행 및 규모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거나 청산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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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계약은 KCBT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 통계는 2014년 3분기 기준.
표시된 티커는 CME 글로벡스 상의 상품코드임

상품 옥수수 선물 대두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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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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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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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틱당 달러 가치 $12.50 $12.50 $12.50

옵션 가능 가능 가능

농산물

계약 선물 티커* 옵션 티커* 계약단위 최소가격변동폭 선물 옵션

일일평균거 
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옥수수2 ZC OZC 5,000부셸 $0.0025/부셸 226,627 94% $4,181 1,285,167 94,003 58% $1,725 1,540,334

대두2 ZS OZS 5,000부셸 $0.0025/부셸 162,582 95% $8,559 774,659 86,097 60% $4,475 1,073,844

소맥2 ZW OZW 5,000부셸 $0.0025/부셸 90,324 98% $2,460 423,182 22,357 58% $602 359,942

대두유2 ZL OZL
60,000 
파운드 $0.0001/파운드 84,590 96% $1,758 377,877 7,167 25% $150 148,992

대두박2 ZM OZM 100숏톤 10센트/숏톤 77,838 94% $2,724 351,029 11,825 46% $408 225,094

생우1 LE LE 40,000
파운드

$0.00025/파운드 59,851 90% $3,706 317,667 20,522 77% $1,271 362,117

돈육1 HE HE 40,000 
파운드

$0.00025/파운드 44,779 91% $1,855 249,025 13,838 80% $577 279,738

KCBT 미국산 
적맥3

KE OKE 5,000부셸 $0.0025/부셸 20,306 93% $638 151,810 1,670 38% $52 4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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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상품
CME그룹은 2008년 NYMEX 인수합병 이후 저유황경질유(WTI),  
천연가스(Henry Hub), 석유, 전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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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300계약이 넘는 저유황경질유 선물은 
세계 제일의 유동성을 자랑하는 벤치마크 원유 계약으로서 이용자에게 
잠재적인 수익 및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1,000
배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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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중결제상대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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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단위로 
250,300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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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만

상품 저유황 경질유 선물 천연가스

거래 장소 CME Globex/플로어매매 CME Globex/플로어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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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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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350 96% $55,485 1,485,856 129,095 61% $11,142 3,318,219

천연가스 NG ON, LN 10,000 
mmBtu

$0.001 
(0.1¢)/
mmBtu

250,333 96% $9,992 937,715 77,603 9% $3,045 4,012,637

RBOB 
휘발유 RB OB 42,000 U.S. 

갤런
$0.0001/
갤런 141,704 91% $15,812 285,698 988 31% $111 17,941

NY 
HarborULSD HO OH 42,000 U.S. 

갤런
$0.0001/
갤런 132,081 91% $15,741 376,640 4,993 4% $595 170,583

원유(Brent) BZ BE 1,000 U.S. 
배럴 $0.01/배럴 83,486 99% $8,708 125,805 5,853 0% $329 506,798

본 계약은 NYMEX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표시된 티커는 CME 글로벡스 상의 상품코드임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 통계는 2014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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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CME그룹은 세계 최대의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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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상품이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주가지수 
선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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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장소 CME Globex CME Globex CME Globex

티커 코드 ES NQ YM

기초 상품 S&P500 현물지수 NASDAQ 100 현물지수 DJIA 현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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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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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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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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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500계약의 E-mini 
나스닥 100지수 계약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생명공학 등 주요 업종을 
아우르는 기초지수를 통해 다변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E-mini 나스닥100지수 선물은 
투자자에게 기초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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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500계약 이상의 
일일평균거래량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은 E-mini 
다우지수는 9개 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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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평균
거래량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ADV 전자거래 
(%)

ADV 
명목가치 
($백만)

미결제약정

E-mini 
S&P 500
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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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5,724 100% $157,092 2,799,895 439,253 100% $43,199 3,195,597

E-mini 
나스닥100
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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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500 100% $21,406 378,107 9,513 100% $755 91,182

E-mini 
다우 $5 2

YM OYMC/
OYMP

$5 1.00 = $5.00 143,572 100% $12,117 138,401 498 100% $0 21,037

E-mini 
S&P MidCap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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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4 100% $2,739 98,921 4 100% $1 104

Nikkei 225 
(USD)1

NKD KN/JN $5 5.00 = $25.00 15,052 100% $1,175 63,635  -  -  -  - 

니케이225
지수(YEN)1

NIY – ¥500 5.00 = ¥2,500 36,315 99% $2,713 104,548  -  -  -  - 

S&P 500
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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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1 7% $5,975 128,148 41,607 0% $20,455 441,773

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미국식 옵션만 표시

* 표시된 티커는 CME 글로벡스 상의 상품코드임.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 통계는 2014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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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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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평균 
통화 거래량 
$1,200억 이상

상품 유로 FX EUR/USD JPY/USD GBP/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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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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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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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틱당 달러 가치 $12.50 $12.50 $6.25 

옵션 가능 가능 가능

EUR/USD
EUR/USD (6E) 선물은 CME그룹에서도 
일일평균거래량 197,800계약에 달하는, 가장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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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900계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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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E
청산소는 거래 일체를 청산 및 결제하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보장합니다.

GBP/USD
일일평균거래량이 104,500계약 이상인 
GBP/USD (6B) 선물은 영국파운드 대비 
미국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완전한 가격 
투명성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ME그룹의 다양한 시장을 
통해 GBP/USD의 호가스프레드를 약 1~2
포인트 정도로 타이트하게 유지해주는 
깊은 유동성 풀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이용과 리스크 관리를 돕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200+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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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계약)

197,846 98% $32,553 409,986 33,922 92% $5,575 40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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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992 98% $15,655 239,477 12,579 90% $1,510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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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51 99% $10,836 132,369 15,911 92% $1,650 18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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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25 99% $8,949 118,488 7,007 94% $641 107,580

CAD/USD 6C 6C 100,000
캐나다달러

$0.0001/캐나다달러 
($10.00/계약)

58,355 99% $5,342 89,376 6,353 92% $582 82,629

MXN/USD 6M 6M 500,000
멕시코페소

$0.000025/멕시코페소 
($12.50/계약)

43,348 95% $1,640 148,678 54 43% $2 1,045

CHF/USD 6S 6S 125,000
스위스프랑

$0.0001/스위스프랑 
($12.50/계약)

40,644 98% $5,537 57,223 1,087 98% $148 22,720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 통계는 2014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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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미국달러 표시 수익률곡선 전체를 아우르는 CME그룹의 
상품에는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미국 금리 벤치마크 
관련 선물 및 옵션이 포함됩니다. 또한 CME그룹은 30
일에서 30년까지 만기가 다양하고 거래층이 두터우며 
유동성이 큰 금리상품을 제공하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CME그룹은 청산 장외 
금리스왑(IRS)과 유로달러 및 
미국 국채의 포트폴리오 교차 
증거금책정을 통해 최고 85% 
의 자본 효율성을 제공

미국장기국채
미국장기국채(ZB) 선물 거래 시, 스프레드 거래, 헤징 및 듀레이션 조정 등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포트폴리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평균거래량이 약 380,300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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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만계약에 달하며 장기금리 익스포저 관리 또는 
단기수익기회 발견을 위한 유동성 시장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85%

상품 미국장기국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거래 장소 CME Globex CME Globex

티커 코드 ZB ZN

기초 상품 CTD 미 장기 국채 CTD 미 국채 10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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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치 달러 가치 $141,000/계약 $130,000/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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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5,420 98% $2,705,420 12,944,395 918,819 14% $915,157 28,589,358

10년 만기 국채 2 ZN OZN $100,000 1/32의 1/2 = $15.625 1,337,687 95% $133,769 2,731,029 389,061 61% $38,906 2,357,505

5년 만기 국채 2 ZF OZF $100,000 1/32의 1/4 = $7.8125 801,947 93% $80,195 2,095,841 122,829 56% $12,283 853,270

미국 장기국채2 ZB OZB $100,000 1/32 = $31.25 380,398 96% $38,040 869,246 68,793 76% $6,879 395,243

2년 만기 국채 2 ZT OZT $200,000 1/32의 1/4 = $15.625 299,833 89% $59,967 1,612,005 8,545 57% $1,709 146,355

초장기 국채 2 UB OUB $100,000 1/32 = $31.25 102,333 92% $10,233 514,574 692 37% $69 14,219

30일 만기 
연방기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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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89 100% $186,944 600,910 192 12% $960 18,478

인도가능선물 T1U, F1U, 
N1U, B1U

- $100,000 2년물: 1/32의 1/4
5년, 10년, 30년물: 1/32
의 1/2

7,253 86% $725 114,725  -  -  -  - 

1. 본 계약은 CME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CBOT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 통계는 2014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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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CME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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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000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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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00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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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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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ex CME Globex

티커 코드 GC SI

기초 상품 금 은

계약단위 100 트로이온스 5,000 트로이온스

근사치 달러 가치 $166,000/계약 $160,000/계약

최소가격변동폭 $0.10/트로이 온스 $0.005/트로이 온스

1틱당 달러 가치 $10.00 $25.00 

옵션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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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436 94% $18,898 379,874 28,404 63% $3,630 1,538,331

구리 1 HG HX 25,000 파운드 $0.0005 /파운드 54,013 97% $4,278 160,389 119 75% $9 2,678

은 1 SI SO 5,000 트로이 온스

$0.005/트로이온스 (아
웃라이트 거래)

$0.001/트로이온스
(스프레드/결제)

49,448 96% $4,855 173,222 6,568 75% $636 248,188

백금 2 PL PO 50 트로이 온스 $0.10/트로이온스 12,334 93% $870 59,192 503 5% $36 17,974

팔라듐 2 PA PAO 100 트로이 온스 $0.05/트로이온스 6,756 92% $585 34,238 648 3% $56 14,618

300억 달러 이상의 
일일 금 유동성$300억

1. 본 계약은 COMEX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NYMEX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장되었으며 동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 통계는 2014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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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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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조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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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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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E와 CBOT 및 NYMEX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공인시장운영자(Recogn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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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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