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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전신탁 Household Money in Trust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가계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및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환급할 것을 약정하는 신탁

가계장기신탁
Long-term Household Money
in Trust

신탁기간이 장기(3년이상)인 가계금전신탁으로 1세대당 1계좌로 제한되며 신탁기간중 발생한 
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가동률지수 Operation Ratio Index 제조업부문의 이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능력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화한 것

감사인
지정회사

Corporation with a
Designated Auditor

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증권선물
지정한 회사

개발신탁 Development Money in Trust 수익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중장기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확

개인연금신탁 Personal Pension Trust
위탁자가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을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시기 이후부터 수
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실적배당상품

거액신용공여 Large Credit Exposure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
과하는 경우의 동금액

경과보험료 Earned Premiums
보험기간의 경과를 감안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되는 보험료 수입. 보험계약에서는 계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리 받은 보험료 중 회계연도말에 기간이 경과하
하는 것이 타당한 보험료를 말함

경과손해율 Earned-Incurred Loss Ratio 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 이자 수입지출의 차
로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됨



경제성장율 Economic Growth Rate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계약금액내대출 Installment Loans
부금 및 적금 가입 금액(계약금액) 이내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대출금으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기간은 당해 부금 및 적금의 계약 만기일이내

계약자지분조정
Policyholders Equity
Adjustment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배당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계정으로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이 이에 해당

계열기업군 Affiliated Companies
동일인(계열주)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배우자, 친인척, 계열사 임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계정간 상호거래
Mutual Transaction between
Accounts

계정(은행계정, 신탁계정, 종금계정)간 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또

고객예수금 Customers' Deposit
유가증권 매매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아 보관중인 예치금으로 위
및 저축자예수금 등으로 구분함

고객예탁금
이용료

Interest on Customers'
Deposit

고객이 유가증권 매매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예탁해 놓은 금전을 고객예탁금이라 하
가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공모 Public Offering
불특정 다수(증권거래법상 50인이상)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
(모집과 매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로서 특정인(50인미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Placement)와 구별됨

구상이익 Compensation Income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중 과거경험률에 근거하여 담보권의 실행이나 구상행사
되는 금액.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보험자가 손해발생을 야기시킨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회수 가능한 금
을 말함



국내신용 Domestic Credit
통화는 정부부문,민간부문, 해외부문 및 기타부문을 통해 공급되는데 이중 통화금융기관이 정
통해 공급한 통화를 말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정부 및 민간에 대한 대출금과 이들이 발행한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
일정기간동안 한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정한 기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을 계상하는 경상수지와 이에 따른 화폐의 증감분을 
됨

국채 Government Bonds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공공 및 재정 투·융자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기채증권

금리차보장금
Guaranteed Interest
Dividends

배당보험계약에서 예정이율이 당해 사업연도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전해 주기 위해 적립한 금액

금융리스 Financial Leases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
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로 중도해약이 금지되어 있는 리스계약

금융채권 Financial Debentures Issued 은행,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금전신탁 Money in Trust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됨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분산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증권거
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것을 말함

기업등록 Registration of Corporation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감위에 등록한 법인으로 증권거래소에 
는 법인, 코스닥시장에 유가증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대상임

기업자금대출금 Loans to Enterprise
정부관리기업을 포함한 영리법인기업 및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 자금의 용도에 따라
금으로 구분됨



가

납입자본금 Paid in Capital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금액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액면총액을 초과
금이 됨

내국수입유산스
Domestic Import Usance
Bills

외국환은행이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거 발행된 수입환어음을
수입화물 도착 즉시 인수함과 동시에 대외결제를 하고 동 어음만기일까지 국내수입업자
에게 대금결제를 유예해 주는 신용공여

내국신용장어음 Local L/C Bills
물품공급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원화표시 수출신용장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다우존스 평균주
수

Dow-Jones Stock Price
Average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나타내는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로서 다우존스사
의 주가평균을 구하여 공표함. 다우존스지수는 공업주 30종, 철도주 20종, 공공주 15종 등
되어 있으며 이중 30종의 공업주 평균치인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뉴욕월가의 주가를 나타
음

단순주가평균 Simple Stock Price Average 해당 주식 종목의 1주당 주식가격 합계를 해당 주식종목수로 나눈 가격

담보부사채 Mortgage Bond
기업체가 회사채의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회사채

당좌예금 Cheking Deposits
은행이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때는 반드시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

대손충당금 Allowances for Credit Losses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동 대출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회수불능 대손추산액

대주 Stock Loan
융자는 증권사의 고객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 반하여 대주는 증권사
말함. 융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면 자금상환을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
사서 증권사에 돌려주어야 하므로 미래에 주식의 가수요를 불러 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



 따라

리스자산 Leases Assets
리스회사가 기계, 설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가의 생산수단을 기업을 대신하여 구입,
따라 일정한 사용료(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장기간 임대해주는 리스물건

매입외환 Bills Bought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를 대가로 매입하여 추심중에 있는 외화수표, 

매출
Public Offering of
Outstanding Issues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모집
Public Offering of
New Issues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무수익여신 Non-performing Loans
원리금이 3개월이상 연체된 여신, 또는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자를 계상하지 않는 여신으로 실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여신

미결제약정수량 Open Interest 특정 시점 현재 반대매매되지 않거나 청산(결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특정결제월의 선물

미수금 Accounts Receivable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
거래(3일결제) 또는 신용거래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회수한 금전채권
수금 및 신용공여금의 미회수금 등을 말함

미확정지급보증 Acceptances and Guarantees 은행이 지급보증하였으나 아직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지급보증

발생손해액 Incurred Losses
당기에 발생한 보험사고 등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과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준비금 등 당
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보험금을 말함



, 실제이자율, 

발행어음 Bills Issued
종금사가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전에 대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종금사를 지급인
교부하는 약속어음으로 보통 고객이 맡긴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행

배당보험 Participating Insurance
보험회사는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는 실실
사업비와 괴리가 생기며 이 차이를 계약자배당으로 환급해 주는 보험

범위내대출 Loans of Extent 신용협동조합에서 정기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담보로 빌려주는 대출상품

별단예금 Temporary Deposits
금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등을
시적, 편의적 계정

보유계약액 Business in Force
보험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계약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금 지급
보장금액

보증보험 Gurantee Insurance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임.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되므로 담보를 구하지 못한 채무자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채권자에게 유용

보통예금 Passbook Deposits 요구불예금의 일종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식 은행예금

보험계약준비금 Insurance Reserves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배당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
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성

보험금 Claims Paid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거 보험사고시 급부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대위 Subrogation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의 이전이라는 2가지 경우가 있음



 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일반적으로 

보험료 Gross Premium Written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나누어 짐

보험미수금 Insurance Receivable 보험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보험료 및 재보험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보험금

복리정기예금
Time Deposits with
Compound Interest

예금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이 연이율 단순 적용 방법이 아닌 월단위 복리이자율을 적용하
용금고의 대표적인 예금 상품
*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이자는 월단위로 지급하므로 연단위로 지급하는 타금융
   권의 정기예금보다 실질이자율이 다소 높은  수준

부활 Reinstatements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소
험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불특정금전신탁 Unspecified Money in Trust
금전신탁에 가입하는 위탁자가 자기가 맡긴 자금을 수탁자에게 운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응되는 개념

비상위험준비금 Catastrophe Reserve 태풍 또는 지진 등 대형이재, 비경상적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준비금의 하나로서 

비운용자산 Non Operating Assets 무형자산, 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등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

사망보험 Term Insurance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사망보험에는 일정
과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피보험자의 일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있음

사모사채
Private Placement Corporate
Bonds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채권으로 자금지원적 성격이 강함. 공모사채의 경우는 만기가 다양하나 사모사채는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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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Operating Expenses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등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신계
류되고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영업비, 각종 수수료, 모집비를 총칭해서

사업비차배당금 Expense Dividends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징구하는 보험료는 예정사망률,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근거하여 산출되
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 계약에 대하여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 지급하는 배당금

상장종목 Listed Issue
상장된 유가증권의 종목으로 회사채의 경우 1개의 회사가 발행한 경우라도 발행회차별로
종목이 있으며, 주식의 경우에도 1개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도 우선주, 보통주 등 여러

상장주식회전율
Turn-over Ratio of Listed
Shares

일정기간 동안의 상장주식 거래량을 당해 기간중의 평균 상장주식수로 나눈 수치

상품 및 서비스 수지Goods and Service Account 외국과 이루어진 상품과 서비스거래로 인한 수출입 차액

상품유가증권 Trading Securities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하며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 및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 대상이 되는 채권 등은 제외

생산능력지수 Production Capacity 제조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s Prices Index

기업간의 대량거래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므
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을 대상으로 하게 됨. 즉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생산자
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일반적인 
수 있고 이에 따른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목적지



생산지수 Production Index
일정 기간중에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경기의 흐름과 거
표적인 동행지표. 우리나라에서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작성

선급리스 Prepaid Leases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리스계약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리스물건의 발주 또는 통관에 필요
금액을 자산화하여 계상한 계정

선물 Futures
상품거래소를 통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상품을 인수도할 것
도래하기 전에 반대매매를 통해 차금을 결제하거나 또는 인도기일이 도래한 후 실물을 인
하는 거래방식으로 선물거래는 미래의 가치를 팔고 사는 행위로 볼 수 있음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Customers' Deposit for
Futures and Options Trading

선물/옵션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등

선행경기종합지수
Composite Index of Leading
Indicators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통화량과 같이 미래의 경제활동 수
나 수출신용장(L/C)내도액, 기계수주액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예시하는 지

소득수지 Income Account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과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
발생한 배당 및 이자와 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 및 이자소득의 차이

소비자물가 Consumer's Prices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국 도시의 일반소비자 가구에서 소비 목적을 위하여 구입한 각종상
적인 물가수준동향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구의 소비생활에서 필요한
얼마나 영향받는가를 나타낸 수치

손해사정 Claim Adjustment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조사와 그 손해액의 결정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의

수금비
Acquisition & Collection
Expense

보험료 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당 등 사업경비



)

 및

수익증권 Beneficiary Certificate
수익권(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생긴 이익을 받을 권리이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구분됨. 전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후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

수입담보금 Guarantee Deposit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담보금으로 징수한 금전으로 신용거계좌설정 보증금과 
공여 담보금이 있음

수입부금 Mutual Installment Deposits
만기 수취 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예금상품의 일종

수입손해조사비 Claim Survey Fee Received 재보험 계약에 의해 손해사정 또는 구상권행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제비용중  재보험사로부

수재보험 Reinsurance Assumed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위험분산을 위해서 자사에서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보유하고 그 초과
계약에 의해 인수시키는 행위인데 수재보험은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측에서 본 개념임

수재보험금 Reinsurance Claims Paid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재보험계약에 따라 출재사*에 지급한 재보험금
* 보험회사는 보험 위험을 분산하기위해 자기회사가 인수한 보험의 일정 비율을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데 이 때 피인수회사를 출재사라 하고, 인수회사를 수재사라 함

수재보험료 Assumed Reinsurance 수재사가 재보험을 인수하여 출재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

수재보험수수료 Reinsurance Commission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보험료 중 수재사가 출재사에 지급한 재보험수수료

수재예탁금이자
Interest on Reinsurance
Deposit

재보험계약에 따라 수재사가 출재사로부터 받은 예탁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수정주가평균 Adjusted Stock Price Average
주가평균을 구함에 있어 대상종목의 권리락, 무상증자, 유상증자주식분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
가평균



 등이

수탁회사 Trustee
증권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계산 및 신탁
탁재산의 전반적인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순매각잔고(수익증권)Net Sales Volume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판매잔고에서 고객의 환매잔고를 차감한 순수

순보험금 Net Claims Paid 원수 및 수재보험금을 합한 지급보험금에서 출재보험금을 공제한 보험금

순사업비
Ratio of Net Operating
Expenses

보험회사에 있어서 지급경비에서 수입경비를 차감한 경비. 지급경비의 대표적인 것은 급
해조사비, 대리점수수료, 수재보험수수료, 모집비, 신계약비, 수금비 등이며 수입경비는 
수수료, 수재예탁금 이자 있음

시설자금대출금 Loans for Equipments 기업에 설비투자자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

신계약비 Acquisition Expense 신계약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수당 및 모집점포 운영비 

신계약비상각비
Amortization of Deferred
Acquistion Expense

자산으로 계상된 신계약비 중 당기에 상각한 금액

신용거래 Margin Transaction
고객이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차입하거나 주식을 대여받
사입장에서는 전자를 신용융자금이라 하고 후자를 신용거래 대주라 하며, 신용융자금은 
금으로 융자해주는 자기신용융자와 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융자해 주는 증권유통금

신용공여 Credit Exposure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
직·간접적 거래

신용카드
수입수수료

Commissions Received in
Credit Card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수수료로서 신용판매대금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



지

 신계약

신종적립신탁 New Reserving Trust
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거나 수시로 불특정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한 후 운용실적
당형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주로 대출, 국·공채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함

신탁계정 Trust Account 은행이 겸영업무로 인가받아 취급하고 있는 각종 신탁업무를 별도로 구분한 계정

신탁계정중도해
료

Commissions Received from
Termination of Commodities
in Trust Account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약속한 신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하고 자기의 신탁재산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탁자 자신 및 다른 수익자
상하는 차원에서 위탁자로부터 징구하는 수수료

신탁계정차
Borrowings from Trust
Account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계정에 공여, 운용할 
받은 차입금을 처리하는 계정

신탁대출금
Loans & Discounts in Trust
Account

신탁자금으로 운용하는 대출

신탁보전금
Subsidy for Trust Accounts
Adjustment

신탁계정중 원금과 이익 보전 계약이 있는 경우 원금의 손실이나 약정 배당률에 미달하는
에서 신탁계정으로 보전하는 비용

실업률 Unemployment Rate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는데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

실제사업비 Actual Expense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써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됨

실질주주 Beneficial Owner
주식을 취득한 고객이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예탁해 놓으면 주식 발행회사의 
사나 증권예탁원이 주주로 등재되는 바 이들을 명의상 주주라하며, 동 주식을 실제로 취득
원에 맡긴 투자자를 실질주주라 함

양도성예금증서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는 30일 이
능함



. 

어음관리계좌 Cash Management Accounts
종금사가 자산운용자(Portfolio Manager)로서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을 할인어음
공채, 통화안정증권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지

어음매출 Bills Resold
종금사가 기업 등 고객으로부터 매입절차를 필하고 보관중에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에게 
시 어음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종금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배서어음과 채무를
서어음으로 구분됨

역외외화부채
Off-shore Liabilities in
Foreign Currency

비거주자 및 외국 계정에 대한 자금운용을 위해 비거주자 및 외국 계정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부채

예수금이자 Interest Expenses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등 예금상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

예수유가증권 Securities in Custody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유가증권을 당해 증권회사 명의로 증권예탁원에 예치

예정사업비 Expected Expense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업을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에 포함시

예치금 Due from Banks
금융회사에서 중앙은행이나 타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예금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제반 예수금을 관
련법규에 의하여 증권금융에 맡겨놓은 예금(Deposit)을 말함

예치금이자 Interest on Due from Banks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에 운용한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옵션 Option
통화나 채권 등을 일정한 가격으로 팔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팔 권리를 풋옵션이라
이라고 함

외국인
투자등록

Investment Registration of
Foreigner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월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를
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감원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외화수탁금
Due to BOK in Foreign
Currency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자금으로 외화예수금과는 달리 수탁한 자금



 원화 기준으로

요구불예금 Demand Deposits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하는 통화성예금으로 보통예금,

운용리스 Operating Leases
임차인이 임차자산을 필요한 기간동안에만 이용하고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비교적 단기간
또는 유지리스라고도 함.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는 달리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차
중도 해약이 가능

운용자산 Invested Assets 유가증권 및 대출 등과 같이 금융회사 수익 창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운전자금대출금 Loans for Operation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재료비, 인건비, 판매비, 세금과공과 등에 소요되는 자금

원수보험금 Direct Claims Paid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 재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으로 재보험에 대응되는 개념

원수보험료 Direct Premiums Written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보험료

원수손해율 Direct Loss Ratio 원수보험료 대비 원수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

원화대출금 Loans & Discounts in Won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 기간종료시 원리금을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고객
원화로 융자해 준 자금

원화수입수수료
Commissions Received in
Won

은행의 원화업무로 발생하는 제수수료로 송금, 추심, 대리사무취급, 팩토링수수료 등을 포

원화예수금 Deposits in Won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은행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원화로 예금을 받아
서 은행자금조달의 주요원천임

위험율차배당금 Mortality Dividends
1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산출에 적용된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

유지비 Maintenance Expense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은행계정 Banking Account 은행이 예금과 대출이라는 고유업무를 영위하는 계정으로 고유계정이라고도 함



은행계정대 Lendings to Banking Account 신탁계정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이자를 받고 은행계정에 빌려주는 계정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이익창출 활동에 의해 획득한 이익으로 사내에 유보된 금액

이자율차배당금 Interest Dividends
1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산출에 적용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과  이차배당기준율*과의 차이
를 지급하는 배당금
*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

인수 Underwriting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매출할 목적으로 당해 유가
취득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매출을 주선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무

인수주선수수료 Underwriting Commission 유가증권의 공모주선 및 인수의 대가로 증권회사 등 인수단이 유가증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일반계정 General Account 특별계정 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사 고유계정

일반대출 General Loans 예금주에 대하여 생계안정 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대출상품

일반은행 Commercial Banks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말하며 영업지역 범위에 따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임의보험(자동차)Voluntary Insurance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보험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매매 Self-Account Transaction 증권회사가 매매당사자가 되어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

자기자본 Stockholder's Equity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주주청구권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

자기자본비율 Capital Ratio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경영자가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 어느 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

자본수지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이와는 
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차로서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

자본잉여금 Capital Surplus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

자본조정 Capital Adjustment
자본금 및 잉여금으로 구분되지 않은 자기주식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의 항목들을 
자본에 차감 또는 가산되어야 하는 항목

자산담보부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부동산, 매출채권, 대출채권 또는 유가증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재산권)을 기초로 발행되

자산운용수익율
Ratio of Investment Profits to
Invested Assets

예금, 유가증권 및 대출 등의 투자자산으로부터 얻은 투자수익의 비율로서 자산운용효율을

장기유지배당금 Continuous Dividends 장기계약자 우대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배당금으로 6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을 대상

장내거래 Transaction on Exchange 거래소시장을 통한 거래를 말하며 거래소거래라고도 함. 장외거래의 반대개념

장외거래 Over-the-counter transaction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장내거래와 구분되는 거래소 밖에서 행해지는 거래. 주
업자간 또는 증권업자와 고객간에 이루어 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라고도 함. 채권은 대부
음

재고지수 Producer's Inventory Index 생산지수나 출하지수와는 달리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의 재고수준을 나타내

재산신탁 Property in Trust 신탁설정시의 재산이 금전이외의 것인 신탁으로 금전신탁에 대비되는 개념



재할인율 Discount Rate
일반시중은행이 일정한 할인의 방법에 의해서 얻은 할인어음을 중앙은행에 의뢰하여 현금
하며, 그 때의 이율을 재할인율 또는 공정할인율이라 함

재형저축
자금대출

Loans to Property Formation
Savings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
는 대출

적금대출 Loans on Installment Savings 금융회사가 적금 계약자에 한하여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서 적금 약정액 범위내에서 적금

적립식목적신탁 Installment Money in Trust
신탁기간중 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거나 적립금액, 적립일자, 적립횟수에 제한
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원본과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불특정금

점포(증권사) Branch
본점, 지점, 영업소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증권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행하는 경우 그 장소를 일컬음

정기예금 Time Deposits
일정 이율의 이자를 대가로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거치식예금

정기적금 Installment Deposits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중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예금

종금계정 Merchant Banking Account 은행, 증권사 등이 종금사와의 합병으로 종금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종금회계를 처리하는 계정

종금계정대
Lendings to Merchant
Banking Account

종금계정과 은행계정간의 일시적인 자금수수를 처리하는 계정

종합주가지수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1980.1.4일자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시가총
나타낸 수치

주가수익비율 Price Earnings Ratio 일정 시점 주식의 현재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



 및

주식형 증권투자신탁Stock Investment Trusts
일반투자가들이 예탁한 신탁자금을 투자신탁회사가 주로 우량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에 
로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주식의 성격에 따라 성장형, 안정형, 성장안정형으로 분류됨

준비금충당액 Net Balance
매달 책임준비금 전입액등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수지차(수익과 비용의 차액) 금액을 준비금 충당액이
목으로 계상함

증권금융 Securities Finance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모든 금융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한 발행주체의 자금조달, 
금조달, 유가증권의 담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증권소유자의 자금조달대주 등 유가증권과 관련되는 모
위를 포함함. 증권금융은 그 내용에 따라 증권인수금융, 증권유통금융, 증권담보금융으로

증권유통금융
Securities Distribution
Finance

증권유통금융은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
증권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융자라 하며, 유가증권을 대출해

증권저축 Securities Savings
일반적으로 소액투자자를 위하여 증권저축의 취급기관이 저축자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
권에 투자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종류는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등이 있으며 저축
식과 할부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증권투자신탁 Investment Trust Fund
전문적인 투자대행기관이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
을 분배하는 상품으로, 주식형(주식편입비율 60%이상)과 채권형(채권편입비율 60%이상
권형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으로 구분됨

증권투자신탁재산Asset of Investment Trust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전문투자대행기관(투자신탁운용회사)이 투자를 한 후
반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상품을 증권투자신탁이라 하며, 이때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증권투자신탁재산이라 함

증권투자회사 Mutual Fund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수(출자)하면 당해 증권투자회사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



 계
지급보증 Acceptances and Guarantees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약

지급보증
대지급금

Advances for Customers 은행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의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한 경우 고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대금을 처리하는 은행의 자산계정

지급보증료수입 Guarantee Fees 채무의 보증에 따른 보수와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 및 취급수수료를 말함

지급보증충당금
Allowances for Acceptances
and Guarantees Losses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대신 보증채
게 될 손실에 대한 충당금

지급손해조사비 Claim Survey Fee Paid 보험사고의 손해사정과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수재사가 출재사에 지

지급준비금 환입
Outstanding Loss Reserves
Released

전기로부터 이월된 지급준비금으로 당기에 환입된 금액

지급준비금 적립
Outstanding Loss Reserves
Retained

보험사고의 발생 등에 대비하여 당기에 적립한 지급준비금

지방채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환 Refunding 기업이 회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의 자금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채권평가충당금
Allowances for Valuation of
Receivables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중 시가평가적용이 어려운 신탁자산(대출금, CP
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채권형
증권투자신탁

Bond Investment Trust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증권투자신탁재산을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채권에 주로(60%이상)

책임보험(자동차)Compulsory Insuranc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s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
의 일종

책임준비금증가액Increase in Policy Reserves 금년도에 적립할 책임준비금이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

총고정투자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국내총투자를 총 고정자본형성을 이루는 고정투자와 재고증가에 의한 재고투자로 구분할
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어 없어진 자본시설을 보충하는 것으로 국민총생산 중에서 고정자본소모에 해당하
만을 투자하는 대체투자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자본시설의 규모를 확장하는 신규투자

총신용공여 Total Credit Exposure
금융회사가 고객에 제공한 신용공여액의 총합계액으로 대출채권, 여신성 유가증권(사모사
스채권,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금 등 직접적인 신용공여분 뿐만아니라 금융회사가 현재 
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하여 신용환산율로 환산한 금액의 합

총유동성 M3
총통화(M2)에 비통화금융기관의 각종 예수금과 금융기관의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매출 그리고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포함시킨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전 금융기관의
위해 편제된 이후 참고지표로만 활용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IMF와의 협의에 따라

총자산이익률 Return on Assets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기업이 주어진 총자산을 수익창출활동에 얼
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총통화 M2
통화(M1)에 포함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은행의 저축
을 포함한 개념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일정기간중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소비지출증가율을 말하는데 과거에 
있는 중고품에 대한 지출은 제외

출재보험 Reinsurance Ceded 재보험은 인수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재보험이 되며 재보험을 인수시키는 회사의 입장

출재보험금
Reinsurance Caims
Recovered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



출재보험료
Ceded  Reinsurance
Premium

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출재보험수수료
Reinsurance Commission
Recovered

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수수료

출하지수 Producer's Shipment Index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중의 판매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성

충당금계정 Allowance Accounts
장래에 지급될 비용의 원인이 당기에 있으며 당해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미리 적립하는 금액

카드론 Card Loan Outstanding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평가에 의해 일정한 한도범위내의 현금을 일정기

콜론 Call Loans
자금중개회사를 통하거나 금융회사간 직접거래에 의하여 원화 및 외화자금을 단기로
대여한 자금

콜머니 Call Money 자금중개회사를 통하거나 금융회사간 직접거래에 의하여 원화 및 외화를 단기로 차입한 자

통안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통화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증권

통화 M1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통화금융기관 요구불예금의 합계

통화금융기관 Monetary Institution 통화지표 편제를 위해 통화창출기능 여부를 기준으로 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창출하

퇴직급여충당금
Allowances for Severance
and Retirement Benefits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적립

투자상담사 Investment Counselor
증권회사의 임직원중 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위탁을 
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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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지 Financial Account 직접투자, 증권투자,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로 인한 유

투자신탁회사 Investment Trust Company
증권투자신탁과 관련한 업무는 증권투자신탁의 설정, 판매 및 운용의 3가지로 구분할 수 
두 영위할 수 있는 회사를 투자신탁회사(증권회사 전환 이전의 한국투자신탁이나 대한투
운용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를 투자신탁운용회사라 함(판매업무는 증권회사에서 담

투자유가증권 Investment Securities
상품유가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권으로 구분하여 관리

특별계정 Separate Account 퇴직보험, 변액보험상품과 같은 특정보험상품 관련계정으로서 여타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특별유보금 Special Reserve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

특정금전신탁 Specified Money in Trust 고객이 직접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형태의 신탁상품

특종보험 Casualty Insurance 손해보험중 화재, 해상, 자동차 및 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도난

파생상품 Derivative Contracts
파생상품이란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
으로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성 금융상품으로 선도거래, 선물옵션스와프 등
크게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판매비와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s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주로 인건비(급여 및 제
접대비, 감가상각비, 판매비 등)가 이에 해당

팩토링채권
Outstanding Balance of
Factoring

일반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기업체로부터 매입하는



표지어음 Cover  Bills
금융회사가 할인 또는 매입하여 보유한 매입어음에 기초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판
하는 어음으로 이자 선지급이 특징

할부금융 Installment Finance

내구소비재, 산업설비, 주택 등의 할부거래시 금융회사가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개입
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당해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받는 금융형태로 이때 상품의 소유권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납입금과 수수료 등을 완납해야만 이전된
다름

할인어음 Bills Discounted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
* 예컨대 90일 만기 어음이라면 액면금액에서 90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

해약환급금 Refunds of Surrenders 보험계약의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환급금

해외증권 Overseas Securities 국내기업이 해외증권시장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

확정지급보증
Acceptances and Guarantees
Outstanding

은행이 기발급한 지급보증서 중에서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

환급금 Refunds 보험계약의 해약 및 효력상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

환매 Repurchase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채권을 되사는 행위 또는 고객이 증권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함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Repurchase Agreement
매매당사자 사이에 채권을 일정기간 경과후에 일정이율에 의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매매거래

회사채 Corporate Bonds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게 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가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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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
및 해약율

Ratio of Lapses & Surrenders
보험계약의 요건을 결여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에 의
경우로서 연초보유계약 신계약 대비 당회계년도중 실효 또는 해약되는 계약의 비율

효력상실환급금 Refunds of Lapses 보험계약의 효력상실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환급금

후순위사채,
후순위차입금

Subordinated Debenture &
Borrowing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 또는 후수위채권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

CAC 40 주가지수CAC 40 stock index
CAC40 주가지수는 프랑스 증권거래소 협회(SBF)에서 1988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
지수의 기준시점은 1987년 12월 31일을 1000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종목은 40종목으로 
장된 4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CMA운용수익 Interests on CMA
종금사가 자산운용자(Portfolio Manager)로서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을 할인어음
공채, 통화안정증권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운용수익

FT-SE 100 주가
수

FT-SE 100 Stock Index
Financial Times와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가 공동으로 1984년 1월부터 산출, 발표하고
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10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지수는 기준시
을 1000으로 하여 산출되고 있는데, 채택종목은 거래가 활발한 우량주를 산업별로 안배하

KOSPI200 지수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선물거래지수 산정 등을 위하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중 우량종목 200종목을 채택하여 산

MCT MCT 총통화(M2)에 양도성예금증서와 금전신탁을 포함한 개념

S&P 500 주가지수S&P 500 stock index
기업의 시장가치에 가중치를 두는 시가총액식 산출방법으로 1957년에 도입되어 다우지수
S&P500에는 500개 기업이 들어가며 고려대상 기업으로는 기업 크기보다는 앞으로의 성
S&P지수에 들어가는 기업의 20%가량은 '태크주'라 불리는 첨담산업 관련기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