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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9일부로 유효

본 약관(이후 “약관“)은 Admiral Markets Pty Ltd (이후 “Admiral Markets“)의 고객이 Admiral Markets에서 개
설한 거래계좌에서 입금 또는 출금(이후 "입출금")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객이 Admiral Markets에 입출금 요청을 제출하면 트레이더 룸에서 선택한 입출금 수단 사용에 본 약관이 적용된
다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약관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Admiral Markets Pty Ltd의
일반 계좌 약관이 적용됩니다.

1. 입출금입출금

1.1 The client may submit Payment requests at any time and Admiral Markets will accept it, provided
that the client is compliant, at all times, with both the general Account Terms as well as the Payment
Terms of Admiral Markets. Please note that Admiral Markets shall not accept nor process Payments
directed to or originating from accounts belonging to someone other (third person) than the client.

1.2 출금의 경우 Admiral Markets는 고객이 선택했거나 선호하는 출금 수단과 상관 없이 해당 출금 요청을 동일한
은행, 중개 은행과 고객이 초기 또는 이전 입출금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계좌로 수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1.3 입출금 원천을 확인해야 하거나 Admiral Markets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Admiral Markets은 언제든 입출
금을 보류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권한을 갖습니다.

2. 기타기타 입출금입출금 정보정보

2.1 입출금 요청을 제출하면 트레이더 룸에 상세한 입출금 정보가 표시되며 각 고객은 입출금 요청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3. 부정확하거나부정확하거나 잘못된잘못된 입출금입출금 요청요청

3.1 고객은 부정확한 입출금 요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입출금 요청을
진행했을 경우 Admiral Markets은 결제 서비스 업체로부터 해당 입출금 금액을 되찾거나 고객에게 수수료를 반환하
거나 발생 비용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입출금 요청으로 인해 Admiral Markets 측
에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수수료수수료

4.1 거래계좌 또는 데모계좌 개설은 무료입니다.

4.2 고객 거래계좌의 기본 통화가 송금액의 기본 통화와 다를 경우 고객 거래계좌의 기본 통화로 환전됩니다.
Admiral Markets 수취 은행의 당일 환율을 통해 환전됩니다.

4.3 입금할 금액이 Admiral Markets 은행계좌에 반영되면 1 영업일 이내에 고객 거래계좌로 입금됩니다.

4.4 추가로 은행 서비스 수수료(수취 은행 또는 중개 은행)가 부과될 경우 송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결과적으
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은 원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Admiral Markets은 다른 은행이 부과하는 서비스료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4.5 서비스료(즉, “수취인 부담” 또는 “공동 분담”과 같은 송금 서비스료)가 수반되는 송금이 Admiral Markets 은행
계좌로 이뤄질 경우, 고객 거래계좌에 입금될 금액에서 서비스료가 차감됩니다.

4.6 17:00까지 Admiral Markets에 접수된 출금 신청은 당일 중에 고객 거래계좌에서 출금 처리됩니다. 평일 17:00
이후 또는 주말, 공휴일에 Admiral Markets에 접수된 출금 신청은 그 다음 영업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4.7 해당 수수료는 고객 거래계좌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본 통화로 부과됩니다. 즉, 계좌의 기본 통화가 AUD일
경우 수수료는 AUD로 부과되고, 기본 통화가 EUR이면 EUR로 부과됩니다.

4.8 익일까지 보유한 포지션에 대한 롤오버(예: 스왑 또는 이자 비용)와 Admiral Markets의 계약 명세 페이지에 명
시된 약관에 따른 주식 CFD 및 지수 CFD 포지션에 대한 배당 조정금 증감과 관련하여 거래시 추가 수수료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5. 지역지역 법규법규

5.1 금융 서비스 및 영업활동에 대한 법률과 규정은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특히 납세의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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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6. 결제결제 시스템시스템 장애장애

6.1 고객은 특히 결제 서비스 업체와 관련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오류, 지연, 중단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
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컴퓨터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어떠한 경우에도 Admiral Markets는 결제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결제 시스템 및/또는 기타 기술
시스템의 지연, 장애 및/또는 중단과 이러한 지연, 장애 및/또는 중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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