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교부용]

해외파생상품 거래설명서

 해외파생상품 거래설명서
NH선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 파생상품형(초고위험)에서 이
자배당형(저위험)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파생상품형(초고위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제
도는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류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금융투자회사에게 정
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정의
◉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및 유사해외파생상품으로 정의된 장외선도거래시장에서 해
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의 증거금(위탁증거금)을 납입하고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거래입니다.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
할 것을 약정하는 등의 거래이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해외 해외파생상품
시장회원(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s)이 제공하는 가격 등의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
니다.
2. 상품 주요내용
◉ 거래상품
▲ 거래상품은 NH선물(이하“회사”)의 판단에 의해 고객에게 공지 후 상품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선물 : CME, EUREX, ICE 등 10여개 거래소 약 150개 상품(오프라인 포함 시 20여개 거래소
약 200개 상품)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

분
통화
지수
금리
농축산물
에너지
금속
지수
지수
금리
통화
지수
농산물
에너지
지수/금리
지수

CME

CBOE
EUREX

ICE
SGX
HKEX

주요내용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등
다우지수, S&P지수, 나스닥 지수 등
유로달러, 미국단기금리, 미국채권 등
밀, 옥수수, 대두, 귀리, 쌀, 비육우, 돈육, 생육 등
원유, 천연가스, 난방유, 가솔린 등
금, 은, 구리 등
변동성 지수 등
독일주가지수, 스위스주가지수, DJ유로주식지수 등
독일국채선물 등
달러인덱스 등
FTSE 100 Indes, Mini MSCI Emerging Market Index 등
원면, 커피, 코코아, 설탕, 오렌지쥬스 등
WTI유, Brent유, 천연가스 등
니케이225지수, FTSE중국A50지수, MSCI싱가콜지수, FTSE대만지수, 일본국채 등
항셍지수, H-Share, 항셍테크 등

▲ 해외선물 : LME, LBMA, LPPM 등 비전산(오프라인) 거래상품
구
LME
LBMA
LPPA
SGX
ICE,

분
금속
귀금속
귀금속
운임
에너지

주요내용
Copper, Aluminum, Zinc, Led, Nickel, Tin 등
Gold, Silver
Platinum, Palladium
Capesize, Panamax 등
Singapore Fuel Oil 180cst, 380cst, Newcastle Co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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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옵션 : CME, HKFE, ICE 등 3개거래소 11개 상품
구

분

CME
HKFE
ICE

주요내용
미니 S&P500옵션, 일본 엔 옵션, 유로 FX옵션, 크로드 오일 옵션, 골드 옵션, 실버
옵션, 미국 10년 채권 옵션, 미니 S&P 500 주간 옵션 등
H-Share 옵션, 항셍지수 옵션
브렌트유 옵션

◉ 거래시간
▲ 24시간 거래(단, 상품별 거래시간은 상이하므로 홈페이지(www.futures.co.kr), HT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ME, EUREX, ICE, CBOE, LME 등 미국/유럽거래소는 서머타임기간에 한국시간으로 1시간씩 앞당
겨지므로 상품별 거래시간은 홈페이지(www.futures.co.kr), HTS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파생상품 거래시간은 해당 거래소에서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HTS 또는 홈페이지 및 각
해당 거래소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통화, 입출금, 환전, 예탁금이용료, 수수료
◉ 거래통화
▲ 상품에 따라 KRW/USD/JPY/EUR/GBP/CHF/CAD/AUD/HKD/SGD/CNY 등 다양한 결제 통화로 거래
됩니다.
▲ 외화증거금을 원칙으로 하나, 원화로 거래 가능(당사 가환전 적용 후, 익영업일 정산 시 증거금을
포함한 손실부분 해당 통화 환전)합니다.
◉ 원화입출금
▲ 원화 입금 후 고객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당사가 환전하여 거래 가능합니다. 또한 원화 입금 후
미 환전 시에도 당일매매에 대해 원화로 거래 가능하며, 원하는 금액을 HTS(NH은행, 우리은행
실시간 온라인환전)에서 직접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 입출금 관련 상세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고객지원센터>선물업무안내>해외선물
안내> 입출금안내) 및 NH선물 고객센터(1544-4280)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화 입출금(USD, EUR, JPY 등 거래통화 직접 입출금)
▲ 외화 입/출금은 NH선물 고객센터(1544-4280)로 연락하여 별도 신청해야 하며, 당사 주관부서의
처리시간에 따라 약 1~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외화 은행이체출금은 사전에 약정된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의 이체출금만 가능하므로, 외화
출금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당사에 방문하여 외화통장이체약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 입출금 관련 상세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 고객지원센터>선물업무안내/해외선물
안내>입출금안내) 및 NH선물 고객센터(1544-4280)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고객이 예탁한 고객예탁금을 FCM에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함에 따라
국제은행간 자금이체 업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외화 출금의 경우 최대 5 영업일 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전
▲ 원화입금 시 입금확인 후 거래 가능하며 원하는 금액을 HTS (NH은행, 우리은행 실시간 온라인
환전)에서 직접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계좌 제외) 단, 전일기준 통화별부족금액은
반드시 익일 오전 10시 전에 환전하셔야하며, 10시 이후에 처리되지 않은 고객의 통화별부족
금액은 오전 10시부터 당사에서 순환적으로 환전 처리됩니다. * 당사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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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통화간 직접환전은 불가능하므로 오전 11시까지 유선상으로 별도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의 환전요청은 익영업일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환전가능시간 : 09:00 ~ 16:00 * 거래은행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가환전율
▪ 원화입금 후 외화로 환전하기 전까지 가환전율을 적용합니다.
가환전율은 당사 시스템에서 고객자산을 외화(달러)베이스로 보여주기 위해 적용하는 환율이며
실제로 은행에서 환전한 후에는 실제 환전금액이 적용됩니다.
▪ 당사 가환전율은 외국환중개 고시환율과 연동하여 유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매매수수료
▲ 해외파생상품 수수료는 정률로 표기된 상품외에는 모두 정액으로 부과하며, 해당 상품별 거래
통화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해외파생상품 수수료는 주문매체별, 거래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수수료는 HTS, 회사 홈페이지
(www.futures.co.kr >해외선물>해외선물거래안내>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세이용료
▲ 해외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시세를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거래소의 정책
에 따라 시세이용료를 징수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파생상품 매매방법
◉ 매매체결방법
▲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주문은 당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소로 전달되어 해당 거래소 체결기준
에 따라 처리됩니다.
▲ 종목별로 상/하한가 있는 종목은 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소마다 주문유형과 상품 특성
에 따라 호가잔량이 적어 지연/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 집행 전에 주문유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유형
▲ 주문유형
구분
지정가주문
(Limit Order)
시장가주문
(Market Order)
역지정가주문
(STOP Order)
가격 역지정가주문
(STOP Limit Order)
GTD 주문
(Good Till Date)
OCO주문
(One Cancels the Other)

내용
·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이나 또는 그보다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는 주문
· 가격은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정해 주문 접수시점에서 체결될 수 있는 가격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신속한 거래 체결을 요하는 주문
· 손절매 주문으로 현재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낸 후 현재가가 조건
가격에 다다를 경우 시장가주문(또는 지정가)으로 자동전환 되는 주문(매수 STOP
Order 시에는 현재가보다 높게 지정해야 하며, 반대로 매도 STOP Order 시에는
현재가보다 낮게 지정해야 함.)
· 손절매 주문으로 STOP Order와 동일한 기능이나, 조건가격 도달시 정해놓은
지정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차이점이 있음
· 고객이 지정한 날짜까지 유효한 주문. 주문 만료 일자의 최대일은 해당 종목의
LTD와 FND 중 빠른 일자의 “2영업일전” 까지 가능
· 고객이 두 개의 주문 (1. 지정가 주문과 2. STOP 주문)을 동시에 집행하여 하나가
체결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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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Market Order 나 STOP Limit Order를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 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거래소/품목에 따라 처리 불가능한 주문 유형이 있으니 거래 전에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파생상품 거래 특성 상 고객의 주문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외파생상품 체결 취소
▲ 해외거래소의 경우 시장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될 경우(No Bust Range
를 초과하는 체결)해당 거래소에서 체결 후 수분 이내에 해당 체결을 최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체결 취소 접수 즉시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고객은 거래소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대주문 수량 및 최대 보유 미결제 수량 제한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CM) 및 해외거래소 규정에 의해 회사는 필요 시, 종목별로 최대 주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필요 시, 고객이 보유할 수 있는 해외파생상품의 미결제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주문유효기간
▲ 기본 유효기간은 당일유효주문(DAY)이며, 만기유효주문(GTD)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당일유효주문(DAY : End of DAY)
▪ 상품별 해당거래소 기준 당일 거래가능 시간까지 유효한 주문으로, 당일 장종료 후 미체결
주문은 자동 취소됩니다.
▲ 만기유효주문(GTD : Good Till Date)
▪ 만기유효주문(GTD)은 지정한 일자의 거래종료 시까지 유효한 주문으로, 최초통보일(FND/FPD)
또는 최종거래일(LTD) 전 2영업일까지 지정가능하며, 지정한 영업일의 거래가 종료되면 미체결
주문은 자동으로 최소 됩니다.
▪ 만기유효주문(GTD)시 고객의 주문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주문 시 지정한 만료일자까지 계속
유효하므로 시장 급 변동 시(매주 월요일 개장 시, 주요 경제지표 발표시간 등) 해당 주문이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일일 가격변동제한폭, 계약단위, 가격표시, 계약월물, 호가단위, Tick Value, 결제방식 등은 상품별,
거래소별로 상이하므로 HTS나 홈페이지(www.futures.co.kr > 해외선물> 온라인상품, 오프라인상
품) 및 각 해당 거래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

<거래예시>
▷ 거래손익 계산(금리 이외의 대부분 선물)
구분
상품명
상품기호
계약단위
가격표시
계약월물
호가단위
Tick Value
결제방식
최종통보일
최종거래일

내용
E-mini S&P 500
ES
E-mini S&P 500 index × $50
지수포인트(Index Point)
3,6,9,12월물
0.25 지수포인트(Index Point)
$12.5(0.25지수포인트 × $50)
현금정산
없음
계약월 세 번째 금요일 현재시간 오전 08:30까지

매수(신규)
E-mini S&P 500 9월물 10계약
@2400.00

----------->

매도(청산)
E-mini S&P 500 9월물 10계약
@2410.00

◦ D일 예탁금 : $50,000
◦ 가격변동 : 2410.00-2400.00 = 10.00
◦ 청산손익 : (2410.00-2400.00)÷0.25×10계약×$12.5=$5,000(거래수수료 미포함)
◦ D+1일 예탁금 : $55,000(거래수수료 미포함)
▷ 거래손익 계산(금리상품)
구분
상품명
상품기호
계약단위
가격표시
계약월물
호가단위
Tick Value
결제방식
최종통보일
최종거래일

내용
10year U.S T-Notes 선물
ZN
$100,000
Point &/32point
예)116‘14.50(=116point & 14.50/32point)
5분기월(3,6,9,12월물 中)
0.5
$15.625(1point[$1,000]×1/64틱[틱당 0.5씩 움직임]
실물인수도
계약월 전월 최종영업일
계약월 최종영업일로부터 7영업일 전

매수(신규)
10yearU,S T-Note9월물 10계약
@116‘14.0

----------->

매도(청산)
10yearU,S T-Note9월물 10계약
@118‘15.0

◦ D일 예탁금 : $100,000
◦ 가격변동 : 118+15/32-116+14/32 = 2+1/32
◦ 청산손익 : [{(118+15/32)-(116+14/32)} ÷ 0.5/32] ×10계약 × 15.625 = 20,312.5
◦ D+1일 예탁금 : $120,312.5(거래수수료 미포함)
[선물손익(청산, 평가) 계산방법]
□ 청산손익 = [(매도 체결가-매수체결가) ÷ 호가단위] × 계약수 × Tick Value
□ 평가손익
- 매수 미결제의평가손익 = (정산가격-매수체결가격) ÷ 호가단위 × 계약수 × Tick Value
- 매도 미결제의평가손익 = (매도체결가격-정산가격) ÷ 호가단위 × 계약수 × Tick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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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손익 계산(옵션)
구분
상품명
상품기호
계약단위
가격표시
계약월물
호가단위
Tick Value
결제방식
최종거래일

내용
E-mini S&P500옵션
O_ES
$50
지수포인트(Index Point
분기월물(3,6,9,12월물) + 연속월물 3개(기초자산은 선물 최근월물)
0.05(프리미엄 5.00 초과할 경우 0.25)
$2.50(0.05 × 50 Point), 호가단위 0.25의 경우 $12.50
- 실물인수도(연속월물) 및 현금결제(분기월물)
- 실물인수도 시 선물 포지션이 생성됨
계약월 3번째 금요일

매수(신규)
E-mini S&P500 9월물 콜 1350 10계약
@42.75

----------->

매도(청산)
E-mini S&P500 9월물 콜 1350 10계약
@54.25

◦ D일 예탁금 : $40,000
◦ 매수옵션대금 : 42.75 × 10계약 × 50(승수) = $21,375.00(+)
◦ 매도옵션대금 : 54.25 × 10계약 × 50(승수) = $27,125.00(-)
◦ 옵션매매손익 : $27,125.00 - $21,375.00 = $5,750.00
◦ D+1일 예탁금 : $45,750.00(거래수수료 미포함)
[옵션손익(매매, 평가) 계산방법]
□ 매매손익 = 옵션매도대금- 옵션매수대금
□ 평가손익
- 옵션은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나 회사는 거래편의 및 참고용으로 선물 평가손익 계산방식으로 손익을
계산하여 HTS에 제공함(거래 참고용임)
- 매수 미결제의 평가손익 = 현재가 기준 옵션매도대금(예정) - 옵션 매수대금
- 매도 미결제의 평가손익 = 옵션매도대금 - 현재가 기준 옵션매수대금(예정)

5. 해외파생상품 결제제도
◉ 일일정산 ※ 하단 내용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사는 사전 정해진 일일정산 시간을 통해 보유 미결제약정 및 청산거래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 영업일 변경은 매일 07시 50분(DST(썸머타임) 적용 시 06시 50분)에 영업일이 변경됩니다.
(오프라인은 해외 FCM 정산 완료시 영업일 변경)
※ 일일정산은 전일자(D일, 각 거래소별 영업일 기준) 거래분에 대하여 수행합니다.
▲ 결제일은 D일이며, 거래 시 결제대금(청산손익, 옵션매매대금, 수수료, 미수금, 연체이자 등)을
산출하여 고객계좌 예수금에 반영됩니다.
▪ 전일기준 보유중인 미결제약정에 대해서는 해당일의 정산가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결제(예탁
현금 반영)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일일정산 시 예탁자산평가액의 유지증거금 충족(추가증거금 발생) 여부를 체크합니다.
▪ 국내 휴일의 경우 결제를 수행하되 통화별 부족금액 발생에 대한 변제는 해당 통화로 환전이
불가함에 따라 익일 영업일까지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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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결제
해외파생상품은 만기가 존재하며, 특정 시점이 되면 상품의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됩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각 상품별 만기결제 방식에 따라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거나 결제를 하게 됩니다.
만기결제 방식에는 실물인수도와 현금결제 등이 있습니다.
※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다음 월물로 롤오버하는 경우 월물간의 가격차로 인해 실제 수익과 기태
수익은 다를 수 있으며, 실제수익이 기대수익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해외선물 실물인수도 상품
▪ 회사는 실물인수도의 절차상의 어려움, 운반비용 등의 사유로 실물인수도 업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실물인수도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일* 전일부터 신규주문이 불가합니다.
* 만기일 : 최초 통보일(FND**)과 최종 거래일(LTD) 중 빠른 일자
** FND(First Notice Day) : 최초 통보일(인수도 신고 시작일)
(단, GC/HG/SI/PL/PA/MGC/MSI 상품은 FND 대신 FPD(최초 포지션일)를 사용하며, FND -1
영업일 전 까지 거래 가능)
(CNF, CFP 품목과 같이 FND-4영업일이 FPD인 상품도 있으며, FPD가 FND에 선행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FPD-1 영업일까지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사 또는 HTS 및
각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만기일 전일 24시 이전까지 직접 롤오버 또는 청산거래를 하셔야 하며 24시 이후
회사는 시장가 등의 방법으로 임의 강제청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LME 비철금속과 LBMA 귀금속의 경우 다양한 만기가 거래되며 포지션 청산은 만기일 2영업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불이행시 강제 청산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선물 현금결제 상품
▪ 최종결제가격으로 현금 결제되며, 거래소의 최종결제가격 발표 이후 처리됩니다.
▪ 거래소의 최종결제가격 발표는 품목에 따라 수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해외옵션 실물인수도 상품
▪ 매수옵션 보유자는 ITM/ATM/OTM 모두 행사신청/포기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예약된
매수옵션을 보유한 고객이 ITM일 경우 처리되며, ATM/OTM은 자동 행사포기로 처리됩니다.
- 행사신청 : 옵션포지션 소멸 및 행사가격으로 선물포지션 생성
- 포기권리 : 품목별 권리포기 마감 시간과 관련 절차가 있으니 사전에 회사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매도옵션 보유자는 ITM의 경우 배정, ATM/OTM의 경우 소멸처리 됩니다. 단, 매수옵션 보유자
의 행사신청/포기에 따라 ITM은 소멸, ATM/OTM은 배정처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회사
에서 별도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배정 : 옵션포지션 소멸 및 행사가격으로 선물포지선이 생성
- 소멸 : 옵션포지션만 소멸
※ 매도옵션 보유자의 배정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해외옵션 현금결제 상품
▪ ITM의 경우 행사가격과 만기 결제가격의 차액기준으로 현금 결제됩니다.
▪ ATM 및 OTM의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 해외옵션 권리행사 및 배정
▲ 옵션 유형별 권리행사
▪ 해외옵션은 권리행사 가능 시기에 따라 미국형옵션과 유럽형옵션으로 나누어집니다.
▪ 미국형옵션은 옵션 매수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유럽형옵션은 반드시
옵션 만기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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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결제방식 별 권리행사
▪ 현금결제 옵션 : 권리행사 시 현금결제 됩니다.
▪ 실물인수도 옵션 : 권리행사 시 선물미결제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실물인수도 옵션의 경우 권리
행사를 위해서 위탁증거금의 사전예탁이 필요합니다.
▲ 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주문 및 행사요청
▪ 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 미결제약정에 대해 만기 보유를 원할 경우 만기 행사요청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만기 행사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증거금부족 시 행사
요청이 거부됩니다.
▪ 만기 행사 및 배정 된 미결제약정은 장 종료 후 해당 기초자산의 선물 미결제약정이 생성됩니
다.(단, 거래소로부터 최종 결제가격을 장 종료 이전에 수신 하였을 경우 선물 미결제약정이
미리 생성될 수 있습니다)
▪ 만기 행사요청이 안된 매수 미결제약정은 최종거래일(LTD) 22시 이후 반대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사요청이 안된 실물인수도 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강제청산
▪ 만기행사 요청이 안된 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 미결제약정은 최종거래일(LTD) 22시 이후 반대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옵션마다 만기 시간이 상이하므로 필히 당사 HTS 및 홈페이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계좌의 해당종목 미체결주문이 존재할 경우, 해당종목 미체결주문 전량을 취소처리 후
반대매매를 수행합니다.
▲ 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주문 제한
▪ 최종거래일(LTD)에는 HTS/MTS를 통한 신규 옵션매수가 불가능 하며 청산주문만 가능합니다.
6. 해외파생상품 증거금제도
◉ 개요
▲ 해외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은 해외파생상품 거래소가 지정한 방식을 따르며, 해외거래소에서
수시로 변경합니다.
▲ 특히 가격 변동 증가 시, 장중 증거금 인상으로 인해 손익 변화와 상관없이 추가증거금 발생 및
위험도 증가에 따른 장중 반대매매가 집행될 수 있으니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별 증거금은 HTS 및 홈페이지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 증거금은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
▲ 주문증거금은 신규 주문 접수에 필요한 증거금입니다.
▲ 위탁증거금은 보유 중인 미결제약정에 대한 개시증거금이며 주문증거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문증거금 납부 : 주문증거금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요구하는 결제통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일 장중에는 현재가를 기준으로 예탁자산평가액을 실시간 계산합니다.
▲ 장 마감 시에는 정산가를 기준으로 예탁자산평가액 및 추가증거금을 계산합니다.
▲ 이때 정산가는 마지막 체결가인 현재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탁자산평가액
및 추가증거금 발생 금액이 현재가로 추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증거금(SPAN 증거금)
▲ 포트폴리오증거금은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가격움직임이 유사한 선물 및 옵션 포지션을 교차
보유한 경우 감소된 위험을 감안하여 증거금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일방포지션 청산에 따른 위탁증거금 증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위험증거금과 총위험
증거금 중, 큰 값을 옵션매수최소증거금과 합산하여 포트폴리오증거금을 산정합니다.
▲ 포트폴리오증거금 이용 시 일방포지션 청산으로 위탁증거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및
거래소 데이터 수신 오류 등의 사유로 계약당 증거금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위탁증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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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당 증거금, 포트폴리오 변경 적용은 신청일로부터 익 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 유지증거금
▲ 해외파생상품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고객이 거래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입니다.
▲ 유지증거금은 반드시 해외파생상품 거래소가 요구하는 해당 통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지
증거금 충당 여부는 일일정산 시 산출됩니다.
◉ 추가증거금
▲ 해외파생상품 장 마감 후 일일정산 시 해외파생상품계약의 평가예탁총액이 미결제약정에 대한
유지증거금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시한까지 필요한 위탁증거금 수준까지 추가예탁을
요구하고 이를 마진콜(Margin Call)이라고 하며 추가증거금은 해당 통화로 납부가능하며, 원화로
납입 시 가환전율 105%로 계산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거래 통화는 부족하나, 타 통화 인출가능금액이 충분한 상태에서 부족액 발생 시 회사가
지정한 납부시간까지 해당 통화로 변제되지 않으면 타 통화 인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임의
환전하여 변제처리 합니다.
▲ 추가증거금 산정/통보
▪ 장 마감 후 일일정산 시행
▪ 미결제약정 보유 상품에 대해 유지증거금 산출
▪ 통화별 예탁자산평가금액 산출
▪ 통화별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 충당 가능여부 체크
▪ 미충족통화에 대해 예탁자산평가금액과 미결제증거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증거금 산정
▪ 추가증거금 산정시기 : 매일 08시~09시 사이 일일정산 작업 시에 산정
▪ 추가증거금 통보 : 10시 이후에 회사에서 임의환전을 통한 통화별부족금 변제 전·후 미변제
금액이 존재하는 고객에 대해 회사에서 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추가증거금 납부시한
▪ 추가증거금 발생 고객은 회사에서 지정한 납부시한(자정전, 23:59)까지 추가증거금액을 납부
하거나 전일 일일정산 시점 기준으로 예탁자산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미결제약정을 청산매매
하여야 합니다.
▪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에 인출가능금액이 존재하는 통화의 예수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인출가능
금액을 환전하여 통화별부족액을 우선 변제합니다.
▪ 추가증거금 납부시한 : 익 영업일 자정
▲ 추가증거금 미납 시 반대매매처리
▪ 회사가 지정한 추가증거금 납부시한까지 추가증거금 미변제금액이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 고객
의 동의 및 통보 없이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여 추가증거금을 변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때 보유 미결제는 추가증거금 납부시한이 도래한 종목에 한하여 반대매매 하며, 반대매매
시간에 거래시간이 아닌 종목이 있을 경우 해당 종목은 장 개시와 동시에 반대매매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우선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호가나 잔량을 감안하여 지정가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은 자정기준 추가증거금액에 상응하는 미결제약정 계약 수로 산정
되며, 수량 계산, 기타 확인 작업 및 시장 상황 등으로 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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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보유 미결제약정 A종목 2계약, B종목 3계약
(추가증거금: 1,000 발생, A, B종목 1계약당 위탁증거금 1,000 가정)
· 반대매매 = A종목 혹은 B종목 중 1계약 반대매매 집행으로 추가증거금 해소
7. 장중 반대매매(강제청산) 제도
◉ 강제청산 제도
▲ 해외파생상품은 가격변동성이 높고, 위탁증거금이 낮아 장중에 미수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예탁자산 및 미결제약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손실금액이 과다할
경우(예탁자산이 미결제증거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보유중인 미결제약정을 고객의 동의
및 통보 없이 강제청산 할 수 있으며, 이때 손실금액은 예탁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장중 반대매매(강제청산) 제도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설정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장중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
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미결제약정의 전량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 할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 합니다.

▲ 장 급변동시 일시 호가 공백으로 인하여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외거래소의
상하한가 규정 등의 장치 발동으로 상황 해지 후 재주문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강제청산 유의사항
▲ 강제청산 수행 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주문이 존재할 경우 미체결주문을 먼저 취소한 후 강제
청산을 수행합니다.
▲ 강제청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강제청산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장 급변동, 일시적인 호가공백, 기타 확인 작업 등으로 반대매매 조건 충족시점과 실제 반대
매매 사이에 다소 시간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손실이 확대/축소 될 수 있습니다.
8. 해외파생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 전산장애 시 유의사항
▲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CM)을 통해 해외거래소의 상품을 거래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전산장애, 네트워크 장애 등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사 전산시스템 장애의 경우에는 비상주문 데스크를 통해 전화 주문(Off-line)을 하실 수 있으나
해외시장 사정상 주문 전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이므로 기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시 신규 주문은 제한됩니다.(장애 시 청산 주문만 가능)
◉ 고객정보
▲ 해외파생상품거래는 24시간 동안 거래가 되므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증거금 부족 및
장중 반대매매, 만기 전 강제청산 등 안내를 위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시 회사 고객센터(1588-4280)로 즉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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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추가증거금, 반대매매 통보 시 휴대전화, 카카오알림톡 등으로 발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휴대전하는 항시 최신 번호로 유지하시고 휴대전화번호 미 기입 및 잘못된 고객정보로 인하여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미통지 사항에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고객은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
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해서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고객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해지 요구가 가능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1.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장의 분장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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