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micro 금 선물
1. 금 선물 계약의 상품 기호가 무엇인가요?
상품 기호는 MGC입니다. (100온스 벤치마크 금 선물계약은 GC
입니다).

•

가격 부담이 적고, 필요한 초기 자본 지출이 낮으며, 증거금 및
거래 수수료도 낮음

•

당사 micro 상품군의 일부로 제공되어 교차 증거금 활용 가능

2. 계약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E-micro 금 선물 계약은 100온스 실물 금 선물 계약(GC)으로
정산되는 보다 작은 규모의 실물 금 계약입니다.

•

보다 정확하게 델타와 감마 포지션을 헤지하려는 금 옵션
거래자들에게 매력적

•

CME Globex를 통해 사실상 24시간 내내 접근 가능

•

선물 계약이기 때문에 현물 상품 대비 선물이 갖는 다양한
이점을 보유

본질적으로 E-micro 금 선물 계약은 당사 벤치마크 금 선물
계약의 1/10 규모이며, 개시 증거금 요건도 1/10에 거래세도
작습니다. E-micro 금 선물 계약 인수 시 100온스 금괴에 대한
10% 가치를 가진 ACE (Accumulated Certificate of Exchange:
금 선물 인도 시 수령하는 보증서)를 COMEX 금 보증서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E-micro 금 선물 계약 시 투자자가 10온스
금괴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ACE를 모아서 간단한 전환 절차를
거치면 100온스 COMEX 금 보증서 (보관소 영수증)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COMEX 금 보증서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실제
금괴(다음 질문 참조)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집니다. 이와 달리,
E-micro 금 선물 포지션을 단기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ACE만
인수하면 됩니다.
3. ACE란 무엇인가요?
ACE란 CME 청산소에서 만들어진 Accumulated Certificate of
Exchange의 약자로 1개의 100온스 COMEX 금 보증서에 대해
10%의 가치를 가집니다. ACE는 거래소 인증 보관소에 보관된
실물 금을 기초로 합니다. 10개의 ACE를 모으면 1개의 100온스
COMEX 금 보증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4. CME 그룹이 이 상품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물 E-micro 금 선물 계약을 연구 및 개발하는 목적은 실물
금을 소량 단위로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 및 100온스
금 거래에 대한 덜 자본집약적인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5. 이 신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실물 금 계약의 1/10 단위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
•

10개 ACE를 1개의 100온스 COMEX 금 보증서로 교환이 가능

•

CME 청산소가 안전성을 담보

•

전략적인 시장 결정을 내리는 데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유연성, 마켓 타이밍의 리스크 제한

6. 10온스 금괴를 소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 계약은 10온스 금괴의 실물 인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ACE를 모아 COMEX 금 보증서로 전환 가능한 보다 작은 규모의
금 선물 계약입니다. COMEX 금 보증서는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투자자가 100온스 COMEX 금 보증서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그런 의향이 있음을 자신의
브로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CE가 거래소 인증 보관소에
보관되는 실물 금괴 1개에 대해 1/10 만큼의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투자자는 전환 신청 이전에 10개의 ACE를 확보해야
합니다.
7. 거래소 인증 보관소에 10온스 금괴를 예치하고 그에 해당하는
ACE를 인도해서 E-micro 금 선물 매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나요?
아니요. ACE만이 인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
포지션을 청산 또는 이월하지 않고 인도하기로 결정한 포지션
보유자는 COMEX 금 보증서를 10개 ACE로 전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적정 숫자의 ACE를 활용해 매도 포지션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한 투자자가 6개의 E-micro 금 선물 계약에 대해
매도 포지션이라면, 이 투자자는 1개의 100온스 COMEX 금
보증서를 10개(정량)의 ACE로 전환하고 6개를 이 계약에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남은 4개의 ACE를 계좌에
보유하게 되며, 이는 100온스 COMEX 금 증서에 대한 40%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이 4개의 잔여 ACE에 대한 보관료
– 월 보관료의 40%에 상당 - 를 지불합니다.
8. 10개의 E-micro 금 선물 계약을 직접 벤치마크 100온스 금 선물
계약에 인도해서 해당 계약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구분되는 계약이며 서로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10개의 ACE 인수 후 이를
100온스 COMEX 금 보증서로 전환하면 100온스 금 선물
계약을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 ACE 전환 및 생성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ACE를 COMEX 금 보증서로 전환: E-micro 금 선물 매수
계약을 가진 투자자가 해당 선물계약을 인수하면 인수 시 ACE 1
개를 수령합니다. 그 후 언제든 해당 투자자가 10개의 ACE를
모으면 이를 COMEX 금 증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ACE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ACE에 상응하는 양의
금에 대한 보관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각 ACE는
COMEX인증 보관소에 보관된 특정 금괴 실 중량의 1/10을
나타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ACE 생성: 자신의 E-micro 금 선물 계약을 인도하고자 하는
매도 포지션 보유자는 브로커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100온스
COMEX 금 보증서를 10개의 ACE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브로커는 이 COMEX 금 보증서를 청산소에 예치합니다. 이
보증서는 담보로 보관되며, 청산소는 10개의 ACE를 만들어
이를 다시 브로커 (또는 청산회사)에 전달합니다. E-micro 금
선물 계약에 대한 인도는 이러한 AC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도 포지션 보유자는 마지막 영업일 전에 자신의 포지션을
이월 또는 종료하거나, 해당 매도 포지션에 대해 ACE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ACE는 오직 거래소 인증 보관소에 보관된 기존
COMEX 금 보증서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10. 10개 ACE를 1개 COMEX 금 보증서로 전환한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 인증 보관소에 보관 중인 일련번호가 부여된 실물 금에
대한 COMEX 금 보증서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COMEX 금 보증서에 대한 지불이 완료되고 나면, 투자자는
해당 금괴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매달 보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청산회원사는 해당 보관료를 매달 투자자 계좌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11. 100온스 COMEX 금 증서로 전환하는 게 까다로운가요?
아니요. 귀하의 청산회사에 해당 절차에 대한 지침이
전달되었으며 CME 그룹은 이런 유형의 전환 프로세스에
숙달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2. 거래월은 언제인가요?
선물 계약의 거래는 인도를 포함해 2월, 4월, 6월, 8월, 12월에
이루어지며, 금 선물 계약이 상장된 24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3. E-micro 금 선물 계약에 대한 마진콜은 매일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일의 E-micro 금 선물 계약의 정산가는 금 선물 계약의 정산가와
동일해야 합니다.
14. E-micro 금 선물 계약은 COMEX 금 선물 계약에 대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 중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나요?
당사는 금 선물 계약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결정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 E-micro 금 선물의 증거금은 얼마인가요?
초기 증거금은 금 선물 계약 증거금율의 1/10입니다.
16. 다른 CME 그룹 상품과 증거금 상쇄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E-micro 금 선물 계약과 1
개의 금 선물 계약이 있고 하나는 매수, 다른 하나는 매도라면,
동일 월물에 대해 100% 증거금 상쇄가 가능합니다. 동일 월물이
아니라면 스프레드 증거금책정이 이루어집니다.
17. 금 선물 계약의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거래는 당사 전자 거래 플랫폼인 CME Globex에서 이루어지며,
브로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8. E-micro 금 선물 계약의 거래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CME Globex: 일-금 6:00 p.m. – 5:00 p.m. (4:00 p.m. –
5:00 p.m. CT), 매일 5:00 p.m. (4:00 p.m. CT)부터 한 시간
동안은 휴장입니다.

E-micro 금 선물 계약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cmegroup.com/gold 를 방문하시거나
metals@cmegroup.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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