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

ES 미니 S&P 500 $12,320 $11,200

NQ 미니 나스닥100 $18,480 $16,800

YM 미니 다우 $8,800 $8,000

R2K 미니러셀 $6,820 $6,200

NX 니케이225 달러 $7,700 $7,000

NH 니케이 225엔 ¥770,000 ¥700,000

MESP 마이크로 미니 S&P500 $1,232 $1,120

MNQ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100 $1,848 $1,680

M2K 마이크로 미니 Russell 2000 $682 $620

MYM 마이크로 미니 다우 $880 $800

FA 미니 S&P 미드캡 400 $15,840 $14,400

GI GSCI 인덱스 $13,200 $12,000

IXS 공공시설 섹터지수 $4,400 $4,000

IXT 기술 섹터지수 $10,450 $9,500

IXC 헬스케어 섹터지수 $6,600 $6,000

IXD 자원 섹터지수 $5,555 $5,050

IXY 경기소비재 섹터지수 $12,100 $11,000

IXR 필수소비재 섹터지수 $3,795 $3,450

IXI 산업 섹터지수 $6,600 $6,000

IXP 에너지 섹터지수 $8,635 $7,850

IXA 금융 섹터지수 $8,085 $7,350

XAR 부동산 섹터지수 $3,850 $3,500

XAS 통신서비스 섹터지수 $6,050 $5,500

HHI 항셍중국지수 HKD 39,301 HKD 31,440

HSI 홍콩항셍지수 HKD 101,944 HKD 81,555

MHC 미니 항셍중국지수 HKD 7,860 HKD 6,288

MHI 미니 홍콩항셍지수 HKD 20,388 HKD 16,310

HTI 홍콩항생기술지수 HKD 25,230 HKD 20,184

IN 인도 니프티지수 $1,980 $1,800

NK 니케이225지수 ¥737,000 ¥670,000

SFC FTSE 중국 A50 $990 $900

TWN FTSE 타이완 지수 $2,750 $2,500

FESX 유로스톡스50지수 € 3,546 € 3,191

DFW Mini-Dax € 6,397 € 5,757

FVS Mini-Vstoxx € 847 € 763

FDAX 독일지수(DAX) € 31,983 € 28,784

OA 푸본 SSE 180 ETF 선물 TWD 25,000 TWD 19,000

TX 대만지수선물 TWD 184,000 TWD 141,000

AD 호주 달러 $2,200 $2,000

BP 영국 파운드 $3,080 $2,800

CD 캐나다 달러 $1,518 $1,380

EC 유로화 $2,915 $2,650

JY 일본 엔화 $4,092 $3,720

KRW 한국 원화 $3,080 $2,800

MP 멕시코 페소 $1,650 $1,500

NE 뉴질랜드 달러 $1,980 $1,800

SF 스위스 프랑 $4,950 $4,500

RU 러시아 루블 $9,900 $9,000

RY 유로/엔 ¥605,000 ¥550,000

BR 브라질해알 $1,595 $1,450

ECE 미니 유로화 $1,457 $1,325

JYE 미니 엔화 $2,046 $1,860

ADM E-micro AUD/USD $220 $200

BPM E-micro GBP/USD $308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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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 E-micro EUR/USD $291 $265

HKE CUS 홍콩위안화(USD/CNH) CNY 14,723 CNY 11,778

IU 인도루피아 $660 $600

XUW SGX 한국 원 $495 $450

UC 중국위안화 CNY 16,500 CNY 15,000

SR1 SOFR 1개월물 $1,980 $1,800

SR3 SOFR 3개월물 $1,347 $1,225

UXY Ultra Note 10년물 $3,410 $3,100

2B 미 T-Note 2년물 $1,540 $1,400

5B 미 T-Note 5년물 $1,870 $1,700

10B 미 T-Note 10년물 $2,475 $2,250

20B 미 T-Bond 20년물 $5,390 $4,900

30B 미 T-Bond 30년물 $4,620 $4,200

SGX SJB 미니 일본국채 10년물 ¥176,000 ¥160,000

FGBS 유로단기국채(Schatz) € 1,122 € 1,010

FGBM 유로중기국채(Bobl) € 2,744 € 2,469

FGBL 유로장기국채(Bund) € 4,525 € 4,073

FGBX 유로30년국채(Buxl) € 9,093 € 8,184

FEU3 Three Month EURIBOR € 541 € 487

CL 원유 $6,380 $5,800

RB 가솔린 $8,140 $7,400

HO 난방유 $8,690 $7,900

NG 천연가스 $4,400 $4,000

QM 미니 원유 $3,135 $2,850

QG 미니 천연가스 $1,100 $1,000

MCL 마이크로원유 $627 $570

GC 금 $9,130 $8,300

SI 은 $10,450 $9,500

PA 팔라디움 $20,900 $19,000

PL 백금 $4,070 $3,700

HG 전기동 $7,150 $6,500

ZH 미니금 $2,432 $2,211

ZZ 미니은 $1,842 $1,675

EGC 마이크로 금(10oz) $913 $830

ZC 옥수수 $2,090 $1,900

ZW 소맥 $2,970 $2,700

ZS 대두 $3,300 $3,000

ZL 대두유 $2,530 $2,300

ZM 대두박 $2,172 $1,975

ZO 귀리 $1,980 $1,800

ZR 미곡 $1,485 $1,350

FC 비육용우 $3,135 $2,850

LC 생우 $1,760 $1,600

LH 돈지육 $1,925 $1,750

KC 커피 $7,425 $6,750

CC 코코아 $1,573 $1,430

SB 원당 $1,478 $1,344

CT 원면 $3,713 $3,375

CME LB 목재 $5,94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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