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면제 · 낮은 수수료
양도·배당·이자소득세 없음
증권사가 낮은 수수료만 부과

KRX금시장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증권사)에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한 후 
HTS, 모바일, 전화, 방문을 통해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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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
매도·매수자가 동시에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가격 형성

주식처럼 편리한 거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스마트폰, 전화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 가능

안전한 보관 및 실물 인출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보관 및 인출 가능

소액거래
1g단위로 거래하므로 5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도 가능

위기에 강한 자산
금은 위기 때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전통적인 안전자산

고품질 보장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고품질 금만 거래

종목

순도 99.99%
1kg 및 100g 중량의

골드바

거래(호가)단위

1g

인출단위

1kg, 100g

시가단일가

경쟁매매

종가단일가

08:30

시가체결·결정  09:00

종가체결·결정  15:30

15:20

증권회사를 통해 1kg 종목은 1kg 단위,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인출 가능합니다.
금실물 인출시에만 부가가치세(10%)와 인출 수수료(개당 2만원 
내외)가 부과됩니다.

KRX금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증권사 리스트

KRX금시장 거래 장점 KRX금시장 거래 방법

골드바 인출

국내유일 국가공인시장

•대신증권(주) 	 1588-4488

•미래에셋대우(주)  1588-6800

•삼성증권(주) 	 1588-2323

•신한금융투자(주) 	 1588-0365

•유안타증권(주) 	 1588-2600

•키움증권(주) 	 1544-9000

•하나금융투자(주)  1588-3111

•한국투자증권(주) 	 1544-5000

•KB증권(주)  1588-6611

•NH투자증권(주) 	 1544-0000



금투자 방법에 따른 수익률 비교

KRX 금시장 골드뱅킹(은행) 금펀드

거래단위 1g 단위 0.01g 단위 상품별로 상이

가격
경쟁매매가격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

고시가격
원화로 환산된 국제가격을 고려한 은행고시가격 상품별로 상이

장내
거래

수수료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 0.3% 내외 통장거래시 : 매매기준율 x 1% 선취수수료 : 1~1.5%

세금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10%) 면제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 15.4%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 
15.4%

인출

인출
비용 골드바 한개당 2만원 내외 실물거래시 수수료율 : 약 5%

(1kg 거래시 수수료 약 220만원) 실물 인출 불가
세금 부가가치세(거래가격의 10%) 부가가치세(거래가격의 10%)

소요
기간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수령) 가능
(약 2일 소요)

은행 영업점에서 인출(수령)가능
(약 1주일 소요)                      -

구분 매수가격 매수 수수료 부가가치세  총 매수금액 매도가격 매도 수수료 배당소득세 총 매도금액 수익률

KRX 금시장 57,850 주1) 174 주2) 0  58,024 59,586 179 - 59,407 2.4%

골드뱅킹(계좌거래) 58,498 주3) 매입가격에 포함 0  58,498   59,059 주4) 매도가격에 포함 86 주9) 58,973 0.8%

골드뱅킹(실물거래) 60,814 주5) 매입가격에 포함 6,081  66,895   56,673 주6) 매도가격에 포함 - 56,673 -15.3%

장외소매(금은방 등) 62,533 주7) 매입가격에 포함 6,253  68,786   57,955 주8) 매도가격에 포함 - 57,955 -15.7%

ㅇㅇ금거래소 등의 유사상호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KRX금시장과 관련이 없는 민간업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설
('14.03.24)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현물
시장입니다.

국가공인시장

KRX금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된 
가격으로, 구입할 때는 가장 저렴하고, 
판매할 때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금투자 상품

주1) KRX금시장 '20.01.03 종가   주2) 증권사 온라인 평균 수수료 0.3% 기준   주3) 신한은행 '20.01.03 계좌입금거래 최종고시가격 기준   주4) 신한은행 '20.01.03 계좌해지거래 가격 대비 
3% 상승가   주5) 신한은행 '20.01.03 실물거래 사실 때 가격 기준   주6) 신한은행 '20.01.03 실물거래  파실 때 기준 3% 상승가   주7) 종로 소매업체 순금시세 살때 가격(부가세 제외) 기준   
주8) 종로 소매업체 재매입가격(56,267원) 대비 3% 상승가   주9)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단위 : 원

check!

국내 금가격 결정 요인      국제금시세 + 환율 + 국내 수급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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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자 상품 비교

수수료, 세금, 살때와 팔때의 가격차이 등 거래비용을 고려해보세요.

KRX금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수 이후 가격이 3% 상승한 뒤 매도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