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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등록 번호 119470 C1/GBL)인 Exinity Limited(이후 "회사" 

또는 "FXTM", 회사의 재산보전청산인, 청산인, 계승인, 허가된 양수인을 포함하는 용어)와 

FXTM 인베스트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에 신청하고 약관 준수에 동의한 투자자(이후 “투자자” 

또는 "고객")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1. 개요 
1.1. 회사는 모리셔스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로서 2005 년 증권법 

29 절에 따라 모리셔스 FSC(Financial Services Commission)가 발급한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선스(번호: C113012295)와 투자 딜러 라이선스(번호: C1130122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FXTM” 브랜드와 “FXTM Global” 상호 하에 영업합니다. 

1.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약관에 따라 FXTM 인베스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 본 계약과 함께 "운영 계약(Operative Agreements)"에는 회사와 고객 사이에 맺은 고객 

동의서에 정의된 것처럼 거래상품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객 대응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현 계약을 위해 운영 계약에 본 계약도 포함됩니다.  

1.5. 고객은 회사 도메인(웹사이트 www.forextime.com (이후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명시된 

규정(Regulatory) 및 규제준수(Compliance)와 계좌 개설 동의서(Account Opening 

Agreement) 등 모든 정보를 읽었고, 이해했으며, 동의합니다. 회사는 마케팅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영어권이 아닌 고객 및 예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포함하고 공개하는 다른 

관련 도메인(웹사이트)을 특정 국가에 등록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공식 언어가 영어이며 항상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 및 회사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공지사항을 참조할 것에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1.6. 회사에서 고객의 모든 거래 활동은 운영 계약의 제약을 받으므로 고객은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운영 계약에는 회사가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정의 – 해석   
2.1. 회사의 고객 동의서에 명시된 정의가 적용됩니다.   

2.2. 맥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http://www./
http://www.forextime.com/
https://www.forextime.com/policies-regulation/client-account-opening-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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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파트너(Affiliate)” - 회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회사 

또는 회사와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모든 주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통제"는 회사 또는 주체의 의결권을 과반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Agreement)” – 경우에 따라 개정되는 이 계약과 부속서를 의미합니다.  

“FXTM 인베스트(FXTM Invest)”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로서 투자자는 특별히 지정된 

계좌에서 매매를 카피하여 수익 분배금을 대가로 전략 매니저의 전략을 추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Applicable Regulations)” -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규칙 또는 기타 규칙을 

의미합니다. 

(a) 관련 시장 규칙  

(b) 관할지역에서 경우에 따라 유효한 기타 모든 해당 법률, 규칙, 규정.  

“신청 양식(Application Form)” – 온라인 또는 디지털 신청서를 포함하여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회사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양식을 의미합니다(회사는 이 

신청서를 통해 고객 신분 및 조사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됨).  

“매도호가(Ask)” - 차액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매수할 수 있도록 제시된 호가 중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산(Assets)’ – 금융상품 및 펀드를 의미합니다.  

“자산 가치(Assets Valuation)”: 투자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가격으로서 회사의 유동성 

공급자(LP) 또는 MyFXTM 에 표시된 Bloomberg 등의 세계의 주요 정보출처로부터 

제공되는 가치평가를 통해 제공되는 가격입니다. 모든 현금 잔고, 현금 예금 또는 신용의 

가치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원금(명목 금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일잔고(Balance)” – 언제든 마지막으로 완료된 거래 및 입출금 후 고객 계좌에 남은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영업일(Business Day)” - 모든 통화 결제, 주문, 마진콜 및 기타 공지 또는 통신문과 

관련하여 12월 25일, 1월 1일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 공지된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하며, 영업일에는 수령인이 최근에 제공한 통지서의 주소에 지정된 

장소에서 일반은행이 업무를 합니다.  

“CFD” 또는 “차액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 하나의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현물 

또는 선물 차액거래 약정을 의미합니다.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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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계좌(Client Account) 또는 고객 투자계좌(Client’s Investment Account) 또는 
투자자 계좌(Investor Account)” – 고객이 매니저 전략에 투자하기 위해 가입할 때 고객 

명의로 개설한 개인계좌를 의미합니다.  

투자 계좌의 기능은 본 계약의 부속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수(Coefficient)”: 매니저 계좌 대비 투자자 계좌의 거래 활동 금액 비율을 나타냅니다. 

안전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투자자 계좌의 계수는 0.5를 넘을 수 없으므로 매니저 계좌의 

거래 활동 금액 대비 약 절반으로 조정되어 손실 위험과 수익폭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통화쌍(Currency Pair)” - 통화간 가격 변동을 기초로 한 차액거래에서 

대상자산/기초자산을 의미합니다.  

“휴면(Dormant) 또는 비활성(Inactive) 계좌” 고객/계좌 보유자/거래계좌 주인이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6개월 연속 비활성 상태이거나 FXTM이 거래계좌 관련하여 고객/계좌 

보유자/주인 또는 정식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또는 지시에 근거하여 6 개월 연속해서 

거래를 수행하지 않은 FTXTM 고객 거래계좌를 의미합니다.     

“휴면(Dormant) 또는 비활성(Inactive) 계좌 유지 수수료” FXTM이 유지하는 휴면계좌에 

대해 부과되고 고객이 지불하는 월 $5/€5/£5/₦5 또는 등가 금액의 수수료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FXTM에 의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디폴트(Event of Default)” - 15항에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Instruments)” – 회사의 라이선스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Event)” – 16에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정 수익(Illicit Profit)” 디폴트(Event of Default) 및/또는 비정상적 시장 조건(Abnormal 

Market Conditions)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투자자(Investor)” (또는 ‘고객(Client)’) FXTM 인베스트의 투자자로 가입하고 

투자전략(매니저 계좌)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에 신청하고 약관 준수에 동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매니저(Manager)” FXTM 인베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략 매니저와 해당 전략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제공됩니다.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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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Monthly Period)” - 첫 번째 월간의 경우, 본 계약의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그 다음 월간부터는 직전 월간의 마지막 날부터 그 후 1개월을 마감하는 

날까지의 모든 연속 월간을 의미합니다.  

“MTF 또는 다자간 거래 시스템(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 투자회사나 시장 

운영자가 운영하는 다자간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내 금융상품 매매에 관심이 있는 여러 

제 3자를 연결시키고, 관할 규제 당국의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약정 등 비재량적 규정을 

따릅니다.  

“조정 순수익(Net Adjusted Profit)” - 다음에 따른 금액을 의미합니다.  

(i)  각 지급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하이워터마크(High-Water Mark)를 초과한 후 수익 

분배 신청 전 계약 해지일에 전략 수수료가 적용되기 전 고객 자산의 시장가치(발생 

거래비용 및 고객 자산에 부과된 세금 중 회사가 자체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은 

제외되며 고객 자산에서 차감됨).  

(ii)  정산 기간 시작일의 고객 자산의 시장가치에 추가 투자금을 더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객 자산에서 인출된 금액을 뺀 금액.  

 “순수익(Net Profit)” - 다음 금액 사이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i) 각 정산 기간의 마지막 날 고객 자산의 시장가치에서 발생 거래비용 및 고객 자산에 

부과되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불한(고객 자산에서 차감) 세금을 뺀 금액.  

(ii) 정산 기간 시작일의 고객 자산의 시장가치에 추가 투자금을 더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객 자산에서 인출된 금액을 뺀 금액.  

“오픈 포지션(Open Position)” - CFD에서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주문(Order)” - CFD(차액거래약정)와 관련 주문가에 도달할 때 상대방에게 포지션을 개시 

또는 청산하라는 회사의 지시  

 “주문가(Order Level)” - 차액 거래에서 주문에 표시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대방(Party)” – 이 계약 상대방을 의미합니다(즉, 고객 또는 회사).  

투자계좌 “중지(Pause)” – 고객의 투자계좌에서 “중지(Pause)”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좌가 중지되면 계좌의 모든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지급 주시(Payout Interval)” 투자자가 예탁금을 입금한 날부터 시작하여 30 일 후에 

끝나는 월간 간격.  지급일이 되었을 때 이전 지급일 대비 투자자 계좌에 발생한 수익이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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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하이워터마크(High-Water Mark.)를 초과했다면 자동으로 매니저에게 수익 분배금이 

지급됩니다.   

“귀금속(Precious Metal)” - 현물 금 또는 현물 은을 의미합니다.  

“수익 분배(Profit Share)” - 수익 분배는 전체 수익 중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수료는 첫 입금일로부터 30 일 후에 지급되며, 출금 또는 환매의 경우 

하이워터마크(High-Water Mark)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호수준(Protection Level)”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 한도를 의미합니다. 평가잔고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기본설정에 따라 모든 포지션이 청산되거나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비정상적 시장 조건(Abnormal Market Conditions)에서 거래하는 등 

불가항력(Force Majeure)인 경우는 보호 수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호가(Quote)” - 차액거래에서 특정 기초자산의 현재가를 매도호가(Ask)와 매수호가(Bid) 

형식으로 표시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규제 시장(Regulated Market) 또는 조직화 시장(Organized Market)” - 시장 운영자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다자간 시스템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비재량적 규정에 따른 약정을 

통해 금융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여러 제 3자를 연결시키고, 해당 규칙 또는 제도 하에서 

거래가 허용된 금융상품은 관할 규제 당국의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허가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투자 계좌 “다시 시작(Resuming)” – 고객 투자계좌에서 “다시 시작(Resume)”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좌를 다시 시작하면 매니저가 개시한 모든 포지션이 

투자자 계좌에 반영되어 모든 거래 활동이 재개됩니다.  

“안전 모드(Safety mode)” 안전 모드에서는 투자자가 투자 계좌의 위험도를 추종 전략 

대비 50% 낮출 수 있습니다.  

“서비스(Services)”는 4항에 설명된 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숏 포지션(Short Position)” CFD 에서 시장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매도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전략(Strategy) 또는 투자전략(Investment Strategy)” 매니저가 매니저 계좌를 통해 

수행한 일련의 거래 집합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거래계좌(Trading Account)” – CFD, 오픈 포지션, 주문, 입출금에서 완료된 모든 거래로 

구성된 개인 등록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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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플랫폼(Trading Platform)” - 실시간 호가를 제공하고, CFD 거래가 가능하고, 

주문을 설정/수정/삭제/체결할 수 있고, 회사 또는 고객과 제 3 자 서비스 공급자 간의 

상호간 채무를 계산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기능으로 구성된 회사의 거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거래 플랫폼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터미널로 구성됩니다.  

“거래(Transaction)” - 고객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거래 비용(Transaction Expenses)” - 회사가 고객 대신 수행하는 거래(Transaction) 및 

서비스(Service)와 연관된 비용(다른 브로커, 예탁결제원, 거래소, 은행의 수수료 등 거래 

처리, 체결, 정산, 환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비롯하여 고객자산에 대한 고객 권리 

보호와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과하는 법적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 통화쌍, 귀금속, 원자재, CFD, 지수 등 차액거래의 

기초가 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Website)” - 회사 웹사이트  www.forextime.com 또는 고객이 접속할 수 있도록 

회사가 가끔씩 관리하는 기타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2.3.  단수로 표시된 용어는 복수도 포함하며 그 역도 성립합니다. 성별이 표시된 용어는 모든 

성별도 포함합니다. 개인을 표시하는 용어는 기업, 파트너십, 비법인 기업 및 기타 법인을 

포함하며 그 역도 성립합니다.  

2.4.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조항, 당사자 또는 일정에 대한 언급은 각각 본 계약의 조항, 

당사자 또는 일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2.5. 조항 제목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삽입된 것으로서 본 계약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발효 및 기간   
3.1. 본 계약은 고객으로 인정한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은 날짜("발효일")에 고객이 계약을 

검토하고 승인/수락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3.2. 당사자 중 어느 쪽이 종료하지 않은 한 본 계약은 존속됩니다.  

 

4.  서비스 제공  
4.1. 계약에 따른 고객의 의무와 계약에 포함된 회사의 기타 권리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http://www./
http://www.forex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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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FXTM 인베스트에 대한 참여 

4.1.2. FXTM 인베스트에 참여하는 고객은 매니저 투자전략에 접근하고 해당 전략을 

추종할 있는 권리 또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4.2. 고객이 FXTM 인베스트의 전략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4.2.1. 전권을 가지고 고객 투자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전략 매니저를 진정한 합법적 

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4.2.2. 매니저 전략을 추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회사에 지시합니다.   

따라서, 전략 추종에 따라 매니저 계좌 잔고와 고객 투자계좌 잔고는 서로 비례하게 됩니다.  

4.3. 고객은 회사가 4.1 항과 4.2 항의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매니저 전략을 추종할 수 있도록 전권과 재량을 부여합니다.  

4.3.1. 매니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객 투자계좌로 투자 또는 거래합니다.  

4.3.2. 금융 상품(CFD 포함)을 어떤 방식으로든 매수(또는 획득), 매도(또는 청산), 유지, 

교환 또는 거래합니다.  

4.3.3. 차액거래를 개시하고 다른 투자회사 또는 은행으로 전송하거나 체결하기 위해 

주문을 냅니다.  

4.3.4. 규제 시장 및 다자간 거래 시스템(MTF)에서 거래를 체결합니다.  

4.3.5. 규제 시장 및 다자간 거래 시스템(MTF)의 장외(예: OTC)에서 거래를 체결합니다.  

4.3.6. 임의의 시장에서 거래를 개시하고 일반적으로 투자 전략과 관련하여 매니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4.3.7. 금융상품의 청약 및 공모에 참여합니다.   

4.3.8. 금융상품의 사모, 인수, 2차 인수를 수용합니다.   

4.3.9. 회사 또는 관계 회사가 운용, 관리, 감독하는 뮤추얼 펀드 및 집합투자기구,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분할 납입이며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 발행자의 금융상품 

또는 단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비율(%)에 제한은 없습니다.  

4.3.10. 투자전략의 일환으로서 금융상품 처분에 관한 주문 및 지시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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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XTM 인베스트    
5.1. 회사는 고객이 FXTM 인베스트를 통해 제공되는 투자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해당 투자전략, 관련 정보, 해당 비용 및 수수료, 수익 분배금, 투자전략의 과거 

수익률은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5.2. 이로서 고객은 각 투자전략에 자체 수수료 및 비용, 자산가치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5.3. 해당 정보는 웹사이트에 제공됩니다. 고객이 본 계약을 맺고 특정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 수수료, 수익 분배금, 비용, 자산평가, 특정 전략의 절차를 준수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5.4. 고객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회사의 계좌개설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회사와 

매니저가 제공한 특정 투자전략에 대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 고객 투자계좌 지급 주기  

5.5.1. 고객 투자계좌의 지급 주기는 계좌를 활성화(최소 예탁금 최초 입금)한 날짜에 

시작됩니다. 

5.5.2. 지급 주기는 1개월입니다.  

5.5.3. 하나의 지급 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지급 주기가 시작됩니다.  

 

6. 적합성   
6.1. 본 계약을 맺을 때 회사는 고객 지식 및 경험(투자계좌 거래 또는 운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이해력), 재정상황, 투자목적에 관한 필요 정보를 요청하고 얻을 권한을 갖습니다.  

 

7. 보고서  
7.1. 회사는 고객의 투자계좌에서 집행된 거래, 입출금 및 수익 분배금 지급에 관한 서면 

내역서("보고서")를 매월 제공합니다.   

7.2. 고객은 보고서 발행 및 배포를 위해 회사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또는 다른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7.3. 고객은 보고서를 수령한 날짜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해 합당한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기간에 고객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고서는 

http://www./


  

   

Exinity Limited (www.forextime.com)는 모리셔스 금융위원회(FSC)로부터  

투자 딜러 인허가를 받았습니다(라이선스 번호 C113012295). 
 
 

11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는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고객이 "합당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4. 당사자 간에 따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고서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연도별 연간 내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수익 분배 및 비용   
8.1. 고객은 고객이 참여한 각 투자전략별 수익 분배율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매니저에게 지급합니다.    

8.2. 해당하는 모든 비용, 요금, 수익 분배율, 수수료는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 분배율이 변경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8.3. 각 투자전략별 수익 분배율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 고객은 매니저에게 지급될 수익 분배금, 수수료 또는 비용이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투자계좌에서 전액 또는 일부 차감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8.5. 고객은 매니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 

분담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 행위, 회사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계좌에서 

인출할 권한을 갖습니다.   

8.6. 고객은 FXTM 인베스트 참여의 결과로 고객이 수령한 수익 또는 소득에 부과된 모든 

세금을 별도로 지불합니다. 해당 법률로 인해 필요한 경우 모든 수익 분배금 또는 비용 또는 

지불에 VAT가 적용됩니다.,   

8.7. 회사는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니저 또는 기타 제 3자로부터 수익 분배금, 

수수료, 비용, 비금전적 혜택을 지불 또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고객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8.8. FXTM은 본 계약의 조건과 내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전적인 재량으로 휴면계좌 정책을 

만들거나 월 $5/€5/£5/₦5 또는 등가액의 휴면 또는 비활성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6 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가 지속될 경우 거래계좌를 폐쇄할 권한을 

갖습니다.   

8.8.1. 고객이 6 개월 연속으로 FXTM 과 거래하지 않아 거래계좌가 휴면 또는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간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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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고객의 휴면 또는 비활성 계좌에 현금 잔고가 있을 경우, FXTM은 전적인 재량으로 

월 $5/€5/£5/₦5 또는 등가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FXTM에 의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8.8.3. 고객이 성실하게 계좌잔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FXTM 은 전적인 

재량으로 모든 비용 및/또는 수수료를 포기할 권한을 갖습니다.  

8.9. 고객의 휴면계좌 또는 비활성계좌에 현금 잔고가 없을 경우, 월 $5/€5/£5/₦5 또는 등가액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개월 연속으로 비활성 상태가 지속될 경우 FXTM은 계좌를 

폐쇄할 권한을 갖습니다.  

 

9. 금융상품 및 펀드의 출자/입금 및 출금   
9.1. 고객은 본 계약서 9 항에 따라 언제든 고객 투자계좌에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입출금 

요청은 고객 개인 페이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9.2. FXTM 인베스트에 입금해야 하는 최소 예탁금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3. 투자자는 입출금 요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9.4. 하지만 입출금이 이행된 후 고객은 입출금 요청(해당할 경우)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회사의 준법 및 AML 규정을 만족하면 이행되어야 합니다.  

 

10. 환전 및 외환 리스크    
10.1. 회사는 계약에 따른 의무 준수 또는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고객 통지 없이 환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해당 환전은 회사가 재량에 

따라 기존 환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10.2.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또는 권리 행사 또는 회사의 규정준수 또는 모든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 리스크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11. 결합 주문    
11.1. 고객의 지시 사항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주문이행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최상의 

주문이행을 제공하고 관련 브로커와 협력하여 브로커가 해당 법규를 준수하면서 고객을 

위해 주문을 내고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회사의 주문이행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고 주문이행 정책은 규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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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MTF 외부에서 주문이 체결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해당 규칙 및 주문이행 정책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브로커는 고객 주문과 회사 주문을 합치고, 개인 주문과 다른 고객 

주문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 주문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2. 고객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1.2.1. 1명 이상의 고객이 투자전략에 참여할 경우, 전체 투자계좌와 매니저 계좌에서의 

주문을 합하여 별도의 1 개 주문으로 취급하여 체결합니다. 특정 투자전략을 

추종하는 모든 투자계좌의 체결가격은 특정 주문에서 체결된 모든 가격의 평균을 

바탕으로 정의됩니다. 

11.2.2. 고객이 가입하거나 투자계좌에 입금하거나 투자계좌를 중지 또는 다시 시작하거나 

투자계좌에서 출금할 경우 11.2.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문이 결합되어 체결되지 

않습니다.  

  

12. 개인데이터 및 비밀정보   
데이터 보호   

12.1.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신용정보기관, 사기방지기관, 등기소 등 

다른 곳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2.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사용, 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3. 고객이 개인일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 시 회사가 보관 중인 고객 개인데이터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객은 합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2.4. 회사가 보관 중인 고객 정보는 비밀이며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밀 정보는 해당 정보가 공개 도메인에 아직 없거나 회사의 법적 소유가 아니며 정보의 

수신 시점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에 비밀정보로 취급됩니다.   

12.5.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고객 비밀정보를 공개할 권한을 갖습니다.  

12.5.1. 고객이 추종하는 매니저, 서비스 중 

12.5.2.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규제 및 법집행 기관, 회사 관할 법원 및 유사 기관이 요청한 

경우  

12.5.3. 사기 또는 기타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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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본 계약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회사 직원 또는 매니저 또는 

서비스 제공 관련 제 3자  

12.5.5. 신용 또는 신분 조회 또는 평가 목적 등 서비스 제공이나 고객 계좌 관리와 관련된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12.5.6. 고객이 요청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12.5.7. 회사 컨설턴트, 자문, 변호사, 감사인. 단, 해당 전문가에게 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알린 경우에 한함  

12.5.8. 회사와 고객간 법정 소송.  

12.5.9.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과 공통보고기준(CRS)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2.6.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고객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회사 그룹 내 

고객 정보를 외부 회사에 넘길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7. 회사는 서비스, 회사와 고객간 관계, 회사 업무(고객과 통신, 웹사이트 사용 또는 회사의 

전화주문 기능)를 일반적으로 제공, 관리, 조정, 개선을 위해, 신용, 자금세탁방지, 사기 

방지 확인을 위해, 회사의 법적 권리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모든 관할 규제기관 및 법집행 

기관의 요청 및 해당 규정을 따르기 위해 고객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12.8. 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한 어떤 형태의 정보도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이 

사용하거나 의존해서는 안되며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서(수익 분배 세부 정보 포함)는 

(고객이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자문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 단 고객은 해당 공개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함)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가 사용하거나 의존할 수 없습니다.   

12.9. 회사 또는 브로커가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을 수 있는 기타 권리 또는 

의무 이외에 회사는 요청받거나 요구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정보(비밀 정보 포함)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이후 "FSC") 및 관련 자율규제기구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정부 또는 규제기관 또는 당국에 고객의 비즈니스 또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수령인의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제한 받지 않는 경우 기밀 유지 요구사항을 부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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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회사는 회사가 다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 또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를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나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12.11.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모든 정보, 문서 및 

통신문은 고객을 대신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본 계약, 주권 및 기타 원본 문서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회사의 재산입니다. 회사는 규제 및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정보, 문서 및 통신문의 사본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3. 통신 및 서면 통지   
13.1. 상반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전달하는 

통지, 지시, 승인, 요청 또는 기타 통신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웹사이트에 명시된 회사의 

등록 주소 또는 우편 주소로 보내거나 회사가 이 목적을 위해 고객에게 수시로 지정하는 

다른 주소로 보낼 수 있으며, 회사가 실제로 접수했고 본 계약의 어떠한 조건에도 위배 및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13.2. 이메일을 통한 통신은 investments@fxtm.com으로 보냅니다.   

13.3. 회사는 고객과의 통신을 위해 다른 수단을 지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13.4. 고객과의 통신 또는 문서, 거래 확인서, 통지서, 명세서를 전송하기 위해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메일    

b) 전화   

c) 우편   

d) 택배 서비스   

e) 항공우편   

f) 웹사이트    
g) MyFXTM  
h) 거래 플랫폼 

13.5. 다음의 경우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전송 후 1시간 이내   

b)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내부 메일로 보낸 경우, 전송 후 즉시   

c) 전화로 알린 경우, 통화가 끝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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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우편물로 보낸 경우, 우편물 발송 후 7일 이내  

e) 택배 서비스로 보낸 경우, 해당 통지문 수령시 서명한 날짜   

f) 항공우편으로 보낸 경우, 발송 후 10 영업일 이내  

g) 회사 웹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게시 후 1시간 이내    

13.6.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 고객이 제공한 모든 연락처 정보는 마지막에 알린 것이 

사용됩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회사의 통지 또는 메시지를 허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에 

정확하고 최신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변경될 경우 회사에 알리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13.7. 고객과 회사 간의 통화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모든 녹음 기록이 전적으로 

회사의 재산이며, 지시/요청 또는 통화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은 회사가 

이러한 녹음 기록 사본을 법원, 규제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4. 언어 및 웹사이트  
14.1. 고객은 회사의 공식 언어가 영어이며 항상 기본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 및 회사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공지사항을 참조할 것에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회사 현지 웹사이트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된 번역 또는 정보는 참고용일 뿐으로 회사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회사는 그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4.2. 회사는 마케팅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영어권이 아닌 고객 및 예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포함하고 공개하는 다른 관련 도메인(웹사이트)을 특정 국가에 등록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습니다.  

  

15. 디폴트  
15.1.  “디폴트”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5.1.1. 고객이 계약에 따른 금액을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15.1.2. 고객이 회사에 지불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1.3. 고객의 파산(고객이 개인인 경우) 또는 고객의 정리해산 또는 고객 또는 고객의 

자산과 관련하여 관리자 또는 수령자 임명을 위한 절차가 제 3자에 의해 시작된 

경우(고객이 회사인 경우) 또는 (두 경우 모두) 고객이 고객의 채권자와 합의 또는 

화해를 하거나 위와 유사한 또는 유사한 절차가 고객과 관련하여 시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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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20항에서 고객이 진술 또는 보증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15.1.5. 고객이 만기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15.1.6. 고객이 (고객이 개인일 경우)사망하거나 부재를 선언하거나 정신이상인 경우   

15.1.7. 15.2 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15.1.8. 고객이 본 계약의 약관을 위반할 경우   

15.1.9. 결정권이 있는 규제기관 또는 기구 또는 법원이 15.2항에 명시된 조치를 요구할 

경우   

15.1.10. 법령에 의해 정해지고 회사가 성실하게 결정한 요건을 고객이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5.1.11. 고객이 자금세탁 활동 또는 테러리스트 자금지원 또는 기타 범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회사가 의심할 경우  

15.1.12. 부정수익 축재  

15.1.13. 고객이 참여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거래를 수행한 매니저 또는 고객:  

•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과도한 시장 움직임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 호가 지연 또는 재정 거래 기회를 이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시장 조건을 악용할 

경우.    

15.2. 디폴트가 발생하면 회사는 언제든 전적인 재량으로 사전 서면 통지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나 이상 취할 수 있습니다.  

15.2.1. 본 계약 종료   

15.2.2. 고객의 모든 또는 일부 파생상품 오픈 포지션을 현재 호가로 청산   

15.2.3. 회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객 계좌에서 인출   

15.2.4. 회사에 개설한 모든 또는 일부 고객 계좌 폐쇄   

15.2.5. 고객계좌를 합치고 해당 계좌에 있는 잔고를 통합해서 상계   

15.2.6. 해당 고객에 위한 고객계좌 개설 거부   

15.2.7. 고객의 파생상품 오픈 포지션을 중지 또는 동결   

15.2.8. 금융 상품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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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환전   

15.2.10. 고객과 맺은 다른 계약 종료   

15.2.11. 고객 거래계좌 잔고를 조정하여 부정 수익 제거  

   

16. 불가항력   
16.1. 회사는 합당한 견해로 불가항력 사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국한하지 않음).  

16.1.1. 회사가 합리적인 견해로 판단할 때 하나 이상의 금융 상품에서 시장 질서 유지를 

막는 모든 행위 또는 사건(파업, 폭동, 소란, 테러, 전쟁, 천재지변, 사고, 화재, 

홍수, 폭풍, 정전, 전자제품, 통신 장비 또는 전원의 고장, 사회불안, 법률조항, 

사업장 폐쇄 등)  

16.1.2. 시장의 중단, 청산, 폐쇄, 호가 관련 이벤트의 포기 또는 실패, 해당 시장 또는 

이벤트에서 거래 관련 한도 또는 특별 조건의 부과 

16.1.3. 거래 플랫폼의 기술적 문제 및/또는 잘못된 호가 및/또는 잘못된 계산  

16.2. 고객이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는 경우, 고객은 이러한 불가항력 사건이 시작된 후 

3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발생 사실 및 결과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해당 사건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건이 종료되면 고객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종료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16.3.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의 결과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16.4. 불가항력 사건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6.5. 불가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당사자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타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6.6. 당사자의 올바른 의무 이행을 막는 당국의 조치 등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이 유발된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ttp://www./


  

   

Exinity Limited (www.forextime.com)는 모리셔스 금융위원회(FSC)로부터  

투자 딜러 인허가를 받았습니다(라이선스 번호 C113012295). 
 
 

19 
 

16.7. 회사가 합리적 견해로 불가항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계약에 따른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회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언제든 다음의 모든 또는 일부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16.7.1. 예고 없이 비용, 수수료 및 수익 분배율 변경  

16.7.2. 모든 또는 일부 파생상품 오픈 포지션을 중지 또는 동결 또는 회사가 선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으로 청산  

16.7.3. 고객 계좌의 중지 또는 동결 또는 폐쇄  

16.7.4. 불가항력으로 인해 회사가 준수할 수 없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계약의 모든 또는 

일부 조건의 적용을 중지 또는 수정  

16.7.5. 회사, 고객 및 기타 고객의 포지션과 관련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모든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생략  

16.8.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본 계약에 의거 한 의무 이행의 실패, 중단 또는 

지연이 불가항력 사건에 기인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 계약의 개정   
17.1. 고객은 회사가 언제든지 계약 약관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해당 

개정은 통지문에 명시된 날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8. 고객 투자계좌 평가   
18.1. 투자계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18.1.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상품은 해당 증권거래소 당국이 공시한 가격 또는 

회사가 해당 평가 날짜에 선택할 수 있는 게시물에 공시된 해당 날짜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어떤 이유로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금융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증권거래소 당국이 공시한 가격 또는 회사가 마지막 

날짜에 선택할 수 있는 게시물에 해당 평가 날짜 직전에 공시된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8.1.2. 회사의 의견으로는 쉽게 현실화할 수 없는 금융 상품은 회사가 각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연간 또는 월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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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령한 현금, 특별배당주 또는 기타 

무상증자,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 및 이자는 경우에 따라 연간 또는 월간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평가 시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연간 또는 월간 기간에 대한 최종 가치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18.1.3. CFD 거래로 얻은 모든 금전적 수익은 해당 수익 분배금 및 거래 비용을 차감한 후 

포트폴리오 평가에 포함됩니다.  

18.1.4. 투자계좌의 가치는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추가 입출금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18.2. 해당 지급 주기에 대한 투자계좌의 최종 가치는 제 3자 비용을 포함한 모든 수익 분배금, 

수수료와 비용을 차감한 후 결정됩니다.   

18.3. 지급주기에 대한 투자계좌의 최종 가치는 회사가 선택하는 벤치마크와 비교됩니다. 

벤치마크는 보다 정확하게 고객 자산 가치를 추적하고 각 고객의 투자 목표를 반영합니다.  

  

19. 계약 기간, 종료, 청산    
19.1. 고객은 MyFXTM 에서 폐쇄를 요청하여 계좌 청산(폐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모든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회사는 고객이 미리 합의한 고객의 투자 방침 진술과 주어진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고객계좌 청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오픈 

포지션은 즉시 청산됩니다.   

고객계좌 폐쇄 요청은 최대 3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또는 회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19.2.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시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9.3. 이러한 계약 종료는 고객 또는 회사가 오픈 포지션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의무 또는 본 

계약에 의해 이미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이에 따른 모든 거래 및 입출금 

처리, 발생 된 권리, 기존 약속 또는 계약 종료 후에 효력을 유지하기로 의도된 계약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4. 계약 종료 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1. 미납 수익 분배금 또는 거래 비용 및 기타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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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본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처리 비용과 고객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회사로 

옮길 때 발생한 요금  

19.4.3. 거래 청산 또는 회사가 고객 대신 발생시킨 미납 채무를 정산하거나 상환하면서 

실현된 손실 및 비용  

19.4.4. 계약 종결의 결과 회사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모든 요금 및 추가 비용  

19.4.5. 미납 채무 합의 또는 정산 동안 발생한 모든 손해    

19.5. 계약 종료시 회사는 회사의 미납 비용 또는 고객 계약 상 고객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할 

경우 고객의 금융상품 또는 자금을 확보할 권한을 갖습니다.  

19.6. 계약 종료시 회사는 모든 고객계좌에 있는 잔고를 통합해서 상계할 권한을 갖습니다.   

19.7. 계약 종료시 회사는 사전 예고 없이 고객계좌를 폐쇄하거나 환전하거나 모든 파생상품 

오픈 포지션을 중지, 동결, 청산할 수 있습니다.   

19.8. 계약 종료시 고객 앞으로 남은 잔고가 있을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절대 재량으로 미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고객에게 잔액을 지불하고 해당 잔액이 입금되었음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고객에 

제공하고 명의자 또는 수탁인에게 해당 고객 금융상품 또는 고객 돈을 지불하거나 

송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고객에게 전달되지만 

회사는 고객 금융상품 또는 고객 돈을 제 3자에게 송금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9.9. 계약 종료는  

19.9.1. 모든 개시된 약정을 포함하여 이미 개시된 거래에 대한 회사 또는 고객의 권리 

또는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객은 계약 종료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기 

전에 시작된 거래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정기 결제에서 미납 

부분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19.9.2. 해당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금 및 기타 금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본 계약은 그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계속 적용됩니다.  

19.9.3. 회사 또는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보유한 신주 인수권 또는 채무를 

종료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ttp://www./


  

   

Exinity Limited (www.forextime.com)는 모리셔스 금융위원회(FSC)로부터  

투자 딜러 인허가를 받았습니다(라이선스 번호 C113012295). 
 
 

22 
 

20. 진술 및 보증   
20.1. 고객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20.1.1. 고객이 신청 양식을 통해 회사에 제공한 정보는 항상 거짓이 없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고객이 제출한 문서는 유효하고 진본입니다.  

20.1.2. 고객은 부속서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읽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3. 고객은 본 계약을 맺고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1.4. 고객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대표자, 수탁자 또는 관리인이 아닌 

본인입니다(회사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20.1.5. 고객은 신청서를 작성한 개인이거나, 고객이 회사인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정식으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20.1.6.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행위는 고객이 거주자 또는 국민인 관할권 또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률 또는 고객이 준수해야 하거나 고객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계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0.1.7. 고객 금융상품 및 고객 자금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 활동에 의한 수익이 

아니며 테러 자금조달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20.1.8. 고객이 제출한 문서는 유효하고 진본입니다.   

20.1.9. 고객은 전체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재무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 및 투자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20.1.10. 고객은 신청 양식에서 그가 현재 정치적 주요 인물(PEP)이거나 본 계약 기간 중 

정치적 주요 인물(PEP)가 될 경우 회사에 알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20.1.11. 본 계약을 맺는 고객은 다음 중 어떤 사항도 위반하거나 디폴트가 되거나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객 또는 고객 자산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주는 법률  

• 고객 또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제 3자의 권리   

• 고객이 당사자이거나 고객 자산에 적용되는 모든 계약  

http://www./


  

   

Exinity Limited (www.forextime.com)는 모리셔스 금융위원회(FSC)로부터  

투자 딜러 인허가를 받았습니다(라이선스 번호 C113012295). 
 
 

23 
 

20.1.12. 본 계약에 명시된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 또는 고객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금융상품 또는 현금 또는 고객이 전달했거나 회사를 통해 취득한 

기타 자산과 관련하여 거래 관계를 갖거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20.1.13. 고객이 회사에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한 금융상품 및 기타 자산은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고객이 서면으로 회사에 공개하지 않은 한 담보권, 

혐의, 질권 또는 기타 권리의 묵인 또는 제 3 자의 청구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합니다. 

  

21. 위험 인정 및 동의   
21.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의 투자 가치가 상하로 변동되거나 더 

큰 폭으로 변하여 투자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21.2. 고객은 해당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므로 다음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선언합니다.  

21.2.1. 금융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면 고객이 원래 투자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거나 금융상품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2.2. 금융상품의 과거 수익률에 대한 정보는 현재 또는 미래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 데이터의 사용으로 해당 금융상품의 미래 수익을 구속력 있고 

안정적으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21.2.3. 일부 금융상품은 수요 감소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즉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금융 상품을 매도하거나 금융상품 가치 또는 관련 

범위 또는 내재 위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처지가 못될 수 있습니다.  

21.2.4. 금융상품을 고객의 거주국가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할 경우, 환율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 가격 및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2.5. 해외 시장의 금융상품은 고객의 거주국가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위험과 다른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거래에 의한 손익 전망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21.2.6. 신주인수권 증서와 증권은 특정 금액 입금 여부와 상관 없이 주식 또는 다른 

금융상품을 취득할 권리입니다. 회사가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동안 금융상품 또는 

주식 취득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만료일에 신주인수권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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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특정 주식 또는 증권의 시장가의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또는 증권의 시장가가 약간만 변해도 신주인수권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극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21.2.8. 금융상품 가치 보호를 위한 매수, 기타 인수, 매각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3. 고객은 웹사이트의 정책 및 규제 섹션 (이후 “일반 위험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 

고지에 설명된 위험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위험고지 또는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21.4. 고객은 회사 또는 회사 대리인의 선동 또는 설득으로 계약을 맺게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21.5. 고객은 자유 의사로 본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21.6. 고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1.6.1. 파생 금융상품(예: CFD)을 거래할 때 고객은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소유권 

또는 그 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1.6.2. 회사가 고객계좌 내에 보관 중인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21.6.3. 파생 금융상품(예: CFD)을 거래할 경우 기초자산(예: 통화 또는 금속 또는 원자재 

등)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규제시장이 아닌 장외시장(OTC)에서 

거래됩니다.  

21.6.4. 회사는 규제시장 및 MTF 외부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1.7. 고객은 인터넷에 항상 접속할 수 있으며 회사가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여 약관 

개정 정보, 비용, 수수료, 수익 분배금, 본 계약, 투자 특성 및 위험에 관한 정책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1.8. 고객은 계약 조건 관리 및 마케팅 목적으로 수시로 회사의 연락을 받는 데 동의합니다. 

 

22. 책임 및 면책의 한계   
22.1.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규정에 따른 회사의 의무 또는 책임 또는 회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또는 책임, 또는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계약서의 어떤 내용도 고객이 해당 규정에 의해 

금지된 한도까지 회사를 면책하거나 보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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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선의를 바탕으로 거래를 체결하나, 고객의 주문 체결 지시를 받거나 

고객 대신 거래를 수행하는 회사, 매니저 또는 개인에 의한 누락, 고의적 누락 또는 사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회사측의 중대 과실, 의도적 채무 불이행 또는 사기가 

되는 경우는 제외).  

22.3. 회사는 고객 금융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나 고객 금융상품의 가치 

하락에 대해 이러한 기회 손실 또는 가치 감소가 회사 또는 직원에 의한 중대 과실, 의도적 

채무 불이행 또는 사기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가치 하락의 원인과 상관 

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4. 회사가 계약의 집행 또는 집행 결과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거나 회사의 모든 청구를 

충족하거나 계약에 포함된 고객의 진술 또는 주문 또는 지시의 미실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청구, 손해, 책임,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22.5. 회사는 결제 대행사로 이용하는 은행, 기타 기관 등의 제 3 자가 고객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고객이 통보하기 전에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정보를 변경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6. 회사는 고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6.1. 회사가 불가항력 사건 또는 통제 할 수 없는 다른 사유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2.6.2. 제 3자의 행위, 누락, 과실  

22.6.3. 세율 변경  

22.6.4. 회사가 거래 또는 리서치와 관련된 뉴스, 시황, 추천, 정보를 고객(또는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뉴스 레터)에게 제공한 후 

해당 정보의 부정확성 또는 오류로 인해 손실, 비용, 지출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22.6.5. 환 리스크  

22.6.6. 고객의 매니저 선택  

22.7.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이 계약과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결과적인 특별 또는 간접 

손실, 이익 손실, 기회 손실(후속 시장 움직임 관련도 포함), 비용, 지출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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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리 조항   
23.1. 계약 조항(또는 임기 중 일부)이 어떤 사유로든 관할 법원에 의해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 계약의 일부에서 제외되지만,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4. 권리 행사   
24.1. 회사가 권리, 권한 또는 구제 수단(본 조항 또는 법률에 의거)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단일 

행사 또는 일부 행사를 하거나 지연 또는 실패할 경우, 회사의 권리 행사 포기, 본 계약 또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권한 또는 구제 수단 행사의 저해 또는 억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4.2.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에 대한 회사의 모든 책임은 그와 관련한 권리 또는 포기, 해제, 

합성, 타협, 연기하지 않은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 타협, 합성, 타협,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계약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른 디폴트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계약 조항 위반이나 디폴트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 조항 위반 또는 본 

조항에 의한 디폴트를 포기하더라도 회사가 면책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5. 양도   
25.1. 회사는 계약에 의한 혜택 및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이 계약 조건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할 경우에 한합니다.   

25.2.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의 권리 또는 채무를 양도, 위탁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을 위반하는 의도된 양도, 위탁 또는 이전은 무효입니다.  
 

26. 불만   
26.1. 회사는 불만 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불만은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고객은 고객 계좌에서 수행한 

거래와 관련된 의무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불만 사항을 모든 세부 정보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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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분쟁 해결 절차는 고객과 회사간에 체결된 FXTM 고객 동의서와 정책 및 규제 섹션에서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 정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7. 준거법 및 관할권   
27.1. 본 계약은 모리셔스 및 FSC의 법과 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7.2. 고객은 소송과 관련하여 불가역적으로  

27.2.1. 모리셔스 법원이 모든 소송에 대한 배타적 사법권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7.2.2. 모리셔스 법원의 사법권에 복종합니다.  

27.2.3. 해당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언제든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이의 제기를 

포기합니다.  

27.2.4. 재판장에서 부적절한 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해당 법원에 사법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27.3 영문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상충될 경우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  

  

28. 규제 조항   
28.1.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는 해당 시점에 

유효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와 유효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은 고객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28.2. 고객 대신 수행한 모든 거래는 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 회사의 규제 기관 및 회사 운영을 

규율하는 기타 규제 기관의 규정, 약정, 지침, 회람 및 관습을 규율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8.3. 회사는 법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규제 기관 및 기타 규제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28.4.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는 고객 계약 종료 후 최소 7년 동안 고객 기록을 보관합니다.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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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반 조항   
29.1. 고객은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상기 일반성을 침해 함이 없이 모든 필요 서류의 집행 포함)를 취해야 합니다.  

29.2. 회사는 접수된 서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가 통지한 기한 내에 고객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객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누락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할 때까지 매월 관리 수수료 명목의 5달러 또는 계좌 잔액 중 낮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29.3. 고객이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계약에 따른 채무 및 책임은 여럿이 공동으로 집니다. 

고객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경고 또는 기타 통지는 고객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제공한 지시 또는 통지는 고객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9.4.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제공되는 권리 및 구제 수단은 누적되며 법률이 제공하는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9.5.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가 투자 매니저로서 활동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9.6. 회사는 접수된 서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가 통지한 기한 내에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투자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누락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할 때까지 매월 관리 수수료 명목의 5달러 또는 계좌 잔액 중 낮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29.7. 회사는 자유 재량에 따라 매주 금요일 거래 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모든 ECN MT4 및 

ECN Zero MT4 계좌의 강제청산(Stop Out) 레벨과 마진콜 레벨을 각각 50%에서 100%, 

80%에서 130%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 대한 서면 공지를 통해 

개장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만큼 이러한 변경된 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 고객 진술서   
30.1. 고객은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30.1.1. 상기 약관 전문을 주의 깊게 읽고 완전히 이해했으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0.1.2. 회사, 제공 서비스, 관련 수익 분배율, 수수료 및 비용, 일반 위험 고지, 고객 분류, 

이해 상충 정책 요약, CFD 주문 이행 정책, CFD에 대한 일반 위험 고지 및 위험 

고지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읽고 이해했으며, 모든 관련 

정보가 표준에 부합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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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전화 또는 개인적 접촉, 자동응답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전화, 회사의 전자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권유하는 직접 광고에 동의합니다.  

30.1.4. 만 18세 이상이며 회사에 제공한 정보 및 제출한 다른 모든 문서는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하고 완전하고 오해 소지가 없으며,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 회사에 알릴 

것입니다.  

30.1.5. 본인의 총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 

금액을 선택했고 선택할 것입니다.  

  

31. 주식/지수 CFD 관련 기업 행위 
31.1. 주식 및 지수 현물 CFD를 거래할 때는 회사에서 기초 자산의 기업 행위를 반영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업 행위에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주식 분할/병합, 배당금 지급, 신주인수권, 합병 또는 인수 등이 있습니다. 

31.2. 기초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입니다. 이는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 회사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는 

고객의 포지션 방향(매도/매도)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기업 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3. 고객 계좌에 적용되는 배당 조정과 관련하여 고객은 배당락일 전 영업일에 장이 마감될 때 

오픈 포지션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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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투자 계좌의 기능  
1. 최소 개시 예탁금: 고객이 최소 예탁금 수준을 만족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전략계좌를 

추종하게 됩니다. 즉, 전략계좌에 오픈 포지션이 있을 경우 신규 주문 또는 주문이 

체결됩니다. 이는 재개 조치입니다.  

2. 재입금/출금: 투자계좌에 오픈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재입금/출금 요청을 

제출하면 투자계좌가 거래 중지되고 재입금/출금 요청이 처리된 후에 현재 시세로 다시 

거래가 시작됩니다.  

3. 투자계좌에서 주문의 개시 또는 청산과 관련한 모든 요청(즉, 계좌에서 중지, 청산 또는 

안전모드 활성화)은 투자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의 거래시간 동안 처리 및 체결됩니다. 보호 

수준 변경 요청은 즉시 처리되지만 투자계좌에서 거래된 모든 종목의 거래시간 중에 

실행됩니다." 

4. 안전 모드: 고객이 “안전 모드”를 활성화하면 먼저 투자계좌가 중지된 후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새 계수로 투자계좌가 다시 시작됩니다.   

5. 지급 기간 중 투자계좌는 거래가 중지되고, 매니저에게 지급할 수익 분배금이 계산되어 

인출된 후 투자계좌 거래가 재개됩니다.  

고객이 투자계좌를 개설하면 보호 수준은 50%로 자동 설정됩니다. 최소 개시 예탁금 입금 

전후에 고객이 설정 가능한 기능:  

a) 고객이 원하면 보호 수준을 조정(상향/하향)할 수 있습니다.   

b) 지정된 보호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계좌를 중지시키지 않고 이메일 알림만 수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개시 예탁금을 입금하면 현재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최소 개시 예탁금에 따른 

보호 수준의 실제 가치가 계산됩니다.  다시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보호 수준은 재입금 

또는 출금 후 변경된 평가잔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6. 보호 수준에 도달하면 고객의 기본 설정에 따라 투자계좌가 중지되고 고객에게 이메일 

알림이 발송되거나 투자계좌 중지 없이 이메일 알림만 발송됩니다. 현재 시장조건에 따라 

고객의 평가잔고가 보호 수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좌가 이용 정지된 경우, 

실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호 수준이 계산되며 보호 수준 %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자가 투자계좌를 다시 이용하는 즉시 새 보호 수준이 설정됩니다.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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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계좌에는 투자계좌와 연동된 전략 매니저 계좌와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전략 

매니저는 다른 브랜드 또는 다른 회사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불만이 있는 고객은 기본 불만 

관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8. 투자 전략 종료:   

매니저가 매니저 계좌에서 전액 인출하면 매니저를 추종하는 모든 투자계좌도 

폐쇄됩니다.  

매니저가 90일간 활동이 없으면 매니저를 추종하는 모든 투자계좌는 폐쇄됩니다.  

90일간 사용하지 않은 투자계좌는 폐쇄 5일 전 이메일로 공지한 후 자동 폐쇄됩니다.  

9. 투자계좌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 중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을 추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소 거래 계약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계좌에서 계산된 수량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체결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거래 계약수는 0.0001 랏입니다. 투자계좌의 

평가잔액이 매니저 계좌의 1/100 미만인 경우. 

b. 극단적인 변동성 또는 기타 기술적 문제 

c. 투자계좌의 사용 가능 증거금이 부족해 새 포지션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10. 투자계좌의 사용 가능 증거금이 부족해 새 포지션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투자계좌 

평가잔고가 매니저 계좌의 1/100 미만일 경우 투자자는 매니저 계좌와 연동하기 위해 추가 

입금해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는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11. 투자계좌의 거래 계약수 계산에 사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Vi = Vm*R*K       

Vi = 투자계좌의 거래 계약수  

Vm = 전략계좌의 거래 계약수   

R = 투자계좌의 평가잔고와 투자전략의 평가잔고 사이의 관계 

K = 투자계좌와 투자전략 사이의 추종 계수. 1 또는 0.5가 가능합니다.   

투자전략을 추종할 경우 고객의 투자계좌 보호를 위해 계수가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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