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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거래의 개요/125p

•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
지는 외환거래

• 좁은 의미로는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째 결제가 이루어지
는 외환거래



외국환거래의 유형

•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action)란 외환매매계
약 체결 후 2영업일 이내에 외국환 현물이 수도결제되는
거래를 의미하며,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란 외환매매계약 후 2영업일을 초과하여 외
국환현물의 수도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

• Value date(인도일,수도일,결제일)란 외환거래 또는 자
금거래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현물의 수도결
제가 일어나는 날짜를 의미



Value date



현물환의 결제일

• 외환거래는 계약과 결제로 구분
• 계약: 거래의 계약이 성사된 날
• 결제: 계약에 따른 현물이 인수도되는 것을 의미



현물환 결제일 산정의 주요 규칙

• (1) 원칙적으로 거래체결후 2영업일째 되는 날을 현물환결제일로 한다. 거래체결일
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 (2) 2영업일째 되는 날이 해당 통화국의 휴일이면 다음에 오는 첫 영업일로 한다.

• (3) 일반적으로 계산 중간일 혹은 결제일이 영국의 공휴일인 경우 영업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예외1) USD/JPY 거래시 동경시장에서는 중간일이 일본공휴일인 경우 영업일로 계산
하지 않는다

• 예외2) USD/JPY 거래시 홍콩 및 싱가포르 외환시장에서는 동경시간 개장시간 중의
거래는 동경시장의 결제일(spot date)을 따르고 그 밖의 시간 중의 거래에는 런던시
장의 결제일에 따른다



결제일 산정 예: GBP/USD

• 미달러와 영국 파운드 간의 외환거래의 경우도 거래가
발생한 시장에 관계없이 현물환결제일이 정해짐

• 중간일이 영국의 휴일인 경우 영업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결제일이 미국이나 영국의 휴일이면 다음 오는 영업일이
결제일



USD/JPY

• 미달러와 일본엔간의 외환거래의 경우 발생한 시장에 따
라 현물환 결제일이 달라짐

• 거래가 동경시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결제일 산정에서
중간일이 일본 공휴일이면 영업일로 계산하지 않음

• 홍콩과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거래체결 시간별로 결제일
이 달라질 수 있음. 동경시간 종장 이전의 거래시에는 동
경시장에 준하고 그 이후의 거래시에는 런던시장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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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 외환시장(forex market)은 한 국가의 통화
와 다른 국가의 통화가 교환 거래되는 거
대한 금융 네트워크



외환(FX, Foreign exchange)

외환, FX는 foreign exchange 혹은 forex의 줄임말로서
대외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외국통화표시
청구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환은 달러, 유로 등 외국
통화뿐 아니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등 금융자
산을 포괄한다. 



• 외환이란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바꾸는 거래 행위를 의미. 즉, 두 국가간의 환율
에 따른 통화교환을 의미 하는 것.  외환은 영어
로 Foreign (Currency) Exchange라 하며, 줄여
서 Forex 혹은 FX라고도 함.

• 두 국가간의 통화가격은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특히, 이자율, 인플레이션, 경제 성
장률, 그리고 정치적 안정 등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또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환율에
개입하여 환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함.



외환거래의 형태

구분 내용

실수요 목적 수입과 수출
해외여행
외국증권거래
국제 M&A

투자목적 환율 변동의 예측을 통한 수익목적

위험회피목적 수출입에 따른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자본거래에 따른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FX마진거래의 도입

- 미국과 일본에서는 1998에 개인의 외환거래 시장참여가
시작.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주식버블붕괴 시기가 맞물리
며 새로운 투자 대안처로 HTS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온
라인 외환거래가 급속도로 성장.

- 국내에서는 2005년 1월 선물거래법시행법이 통과되
어 “유사해외선물거래”로 규정됨에 따라 국내 선물사를
통해 거래되기 시작





거래원리

- 거래소 없이 소매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FCM(선물거래중
개회사)에 의해 조성된 개인간 외환시장. 

- 개인이 직접, 혹은 브로커(한국의 경우 선물사가 담당)
를 통해 낸 주문을 청산소 역할을 하는 FCM이 체결하며
FCM은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자체 포지션을 청산.

- 은행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와 원리는 동
일하나 1계약의 크기를 낮추고 선물거래와 유사한 증거
금 제도와 마진콜 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접근을 용이하
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



거래원리

• 외환 거래는 한 통화를 사는 동시에 다른 통화를 매도하
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쌍으로 불리우며
이를 '이종 통화'라 함. 

• 첫번째 통화를 기준통화(First Currency), 두번째 통화를
비교통화(Second Currency)라 하며 가격(혹은 환율)은
기준 통화 한 단위를 매수하기 위한 비교 통화 가격으로
나타내어짐. 

•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기준통화는 관습적으로 USD가 사
용되지만 유럽 및 영연방 국가(영국, 호주 등) 는 자국통
화를 기준통화로 사용하고 있슴. 



이종통화 기준통화 비교통화 환율

USD/JPY USD JPY 103.65/103.70

EUR/USD EUR USD 1.8980/1.8985

GBP/USD GBP USD 1.4450/1.4455

USD/CHF USD CHF 1.6435/1.6440



외환시장 환율

•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매입률(bid price)과 매도율(ask 
price)의 두 가지(two way) 환율로 고시. 외환시장에서의
매입률과 매도율은 은행딜러 입장에서 고시되므로, 매입
률은 은행딜러가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
을, 그리고 매도율은 은행딜러가 외환을 매도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환율을 의미.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를 스
프레드(spread)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매매율 차이는
거래비용의 성격을 띄고 있슴. 

• 예를 들어, EUR/USD의 스프레드가 1.2170/1.2178을
나타낸다면 $ 1.2170에 1 유로를 매도하고 $ 1.2178에
1 유로를 매수하실 수





거래절차



환율변화와 통화의 움직임

• 기준통화(First Currency)의 가치는 환율변화와 같은 방
향으로 움직이며, 비교통화(Second Currency)의 가치는
환율변화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임



환율 상승예상 환율 하락예상

JPY(USD/JPY) 매도(가치 하락) 매입(가치 상승)

EUR(EUR/USD) 매입(가치 상승) 매도(가치 하락)

GBP(GBP/USD) 매입(가치 상승) 매도(가치 하락)

CHF(USD/CHF) 매도(가치 하락) 매입(가치 상승)



거래예시

- 1계약의 크기는 100,000 기준통화 (은행간 시장의 경우
1,000,000 통화)
- 매수/매도의 기준은 기준통화 (EURUSD는 EUR이, 
USDJPY는 USD가 기준통화)
- 진입, 청산에 적용되는 가격은 매수주문의 경우 매수
가에 진입 매도가에 청산, 매도주문의 경우매도가에 진
입 매수가에 청산





거래비용

• 외환 거래는 KOSPI 200 선물거래와 같이 즉각적인 현물
거래가 아닌 지수화된 수치를 통해 차익을 얻어내는 거
래 방식으로, 0.5~2% 내외의 증거금을 통해 거래를 하
실 수 있슴. 이러한 거래증거금은 마진(margin)이라 부
르는데, 이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KR 선물에서는
2%의 증거금률을 책정하고 있으며, 예탁금이 유지증거
금 이하로 하락 시(현 마진콜 레벨 50%) 오픈 포지션에
대한 강제청산 룰을 적용하고 있다. 거래 통화의 현재
가격 x 계약 수 x 거래증거금 % = 현재 환율에 필요한 거
래증거금



. 1pip 가치산정

1 pip의 가치

USD가 비교통화일 경우

● 산출식 : (1 pip value / 
currency exchange 
rate) * notional 
amount * currency 
exchange rate 

(ex. EURUSD, GBPUSD)

ex. EURUSD의 1 pip value 
0.0001, 약정금액
100,000(현재환율
1.3650으로 가정)

(0.0001 / 1.3650) * EUR 
100,000 * 1.3650 = 
$9.9999….=$10

USD가 기준통화일 경우

● 산출식 : (1 pip value / 
currency exchange 
rate) * notional 
amount 

(ex. USDJPY, USDCHF)

ex. USDJPY의 1 pip value 
0.01, 약정금액
100,000 (현재환율
118.30 가정)

(0.01 / 118.30) * $100,000 
= $8.4

● 산출식 : (1pip value / 
currency exchange 
rate) * notional 
amount * base 
currency exchange 
rate 

ex. EURJPY 1 pip value 0.01, 
약정금액 100,000 (현
재환율 161.50, 
EURUSD 1.3650 가정)

(0.01/161.50) * EUR 
100,000 * 1.3650 = 
$8.4

참고) pip value : 1 pip 가치  currency exchange rate : 현재환율  notional amount : 약정금액

교차통화일 경우



주문형태 내용

Buy limit

Buy limit은 미래에 환율이 현재 가격보다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력한 지지선이 존재
하여 다시 반등할 것으로 생각될 경우,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미리 내는 매수주문입
니다.

Sell limit

Sell limit은 미래에 환율이 현재 가격보다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항선을 통과하지 못
해 다시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미리 내는 매도 주문입니다.

Buy Stop

Buy stop은 현재 가격에 대해 확신은 안 서지만
일정 가격 이상으로 더 오를 경우 상승추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환율보다 높은 가격
에 미리 내는 매수 주문입니다.

Sell Stop

Sell Stop은 현재 가격에 대해 매수/도 확신은 안
서지만, 일정 가격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하
락추세를 형성할 것을 예상하여 현재 환율보
다 낮은 가격에 미리 내는 매도 주문입니다.





위험관리

• FX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
법은 이익실현 주문(limit order)과 손절매 주문(stop 
order)임. 이익실현 주문은 최대한의 수익확보를 위하여
가격을 미리 주문해 놓는 것이며, 손절매 주문은 1) 시장
가격이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특
별한 가격대에서 자동으로 청산하여 잠재적인 손실 제한, 
또는 2) 시장가격이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과 정방향으로
갈 경우 최소한의 이익을 적정가격에서 확보하기 위해
지정 가격대에서 자동으로 청산시키는 주문임. 





기준통화와 비교통화

• 기준통화 (base currency) / 비교통화(quote currency)
통화 쌍의 앞에 위치한 통화로, 뒤에 위치한 비교통화는
quote currency, counter currency 혹은 terms currency
로 불리움. 환율은 기준통화 한 단위로 인용되며, 유로화
는 타 글로벌 통화 대비 기준통화로 고시됨. 따라서, 
EURUSD 1.3330/32는 1 유로를 매도하기 위해 1.3330 
USD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특히 영연방 통화(GBP, 
AUD etc)는 기준통화로 적용



분류 기준통화 비교통화

EURUSD EUR USD

USDJPY USD JPY

GBPUSD GBP USD

USDCHF USD CHF

AUDUSD AUD USD

USDCAD USD CAD

EURGBP EUR GBP

EURCHF EUR CHF

EURJPY EUR JPY

GBPJPY GBP JPY

환율상승예상 환율하락예상

EURUSD 매입 (가치 상승) 매도 (가치 하락)

USDJPY 매도 (가치 하락) 매입 (가치 상승)

GBPUSD 매입 (가치 상승) 매도 (가치 하락)

USDCHF 매도 (가치 하락) 매입 (가치 상승)



계약 수 (lot)

거래 시 필요한 거래단위를 의미하며, 1 lot 혹은
100K로 고시됨.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규 계약수는
기준 통화의 100,000 단위와 동일. 즉, 50:1 레버리
지에서 매매 전 잔고(balance) $100,000 보유 고객
이 1 계약(1 lot) 설정 시 증거금은 $2,000. 



롤오버 (Rollover interest, swap)

•
FX마진거래는 기본적으로는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
간 거래의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자가 낸 주문
은 2일 후 현물로 인도되어 정산.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는 포지션의 경우 인도일이 하루씩 연기되도록 주문
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FCM에서 대신 수행. 이 과정
에서 주문금액의 가치가 두 국가의 금리차이의 1일치만
큼 변동하므로 FCM은 고금리통화를 매수한 고객에게는
상대통화와 금리차이의 1일치만큼을 지급, 매도한 고객
으로부터는 수취.



스왑 계산공식

• 계약크기 * (기준통화 이자율 – 비교통화 이자율) / 365 * 현재시가

예) EURUSD 100,000 매수 포지션 보유 및 현재시가 1.1800 시 (유
로존 3개월 Libor 2.25%, 연방기금금리 4.00%로 가정 시)
: 100,000 * (2.25% - 4.00%) / 365 * 1.1800 = -$5.66 차감

예를 들어 USDJPY 매수포지션 고객은 고금리통화를(미국 5.25%, 
일본 0.5%) 보유하고 있는 셈이므로 하루가 지날 경우 FCM에서 지
급하는 롤오버를 수취. 

• FCM에서 책정하는 롤오버 내역은 각국의 시장금리변화에 따라 변
동되므로 고객은 선물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문에 대한 롤오버는 HTS의 터미널창의 “롤오버”란
에 표기.





레버리지 (Leverage)

•
SilkRoad FX를 통해 여러분은 2%의 증거금으로
100,000 base의 기준통화를 거래하실 수 있다. 즉, 1:50 
배의 레버리지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고객 여러분은 통
화선물 대비 $2,000의 상대적으로 낮은 개시증거금 및
거래비용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사용된 레버리지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오픈포지션(total open 
positions)을 총 자산(account equity)으로 나누어야 한
다. 예를 들어, $100,000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으며 계
좌에 $1,000이 증거금으로 잡혀있을 경우 레버리지는
100:1 이다. 마진은 통상 % 비율로 표시하며, 레버리지
는 비율로 고시된다



마진 레버리지
1 lot 설정시필요증거
금 ($100,000 기준)

0.25% 400:01:00 $250 

0.5% 200:01:00 $500 

1% 100:01:00 $1,000 

2% 50:01:00 $2,000 

3% 33:01:00 $3,000 



선물회사 (FCM)

• Futures commission merchant의 약자로 미 선물협회
(NFA) 혹은 미 상품선물 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개
인 또는 기관을 의미.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거
래를 체결하며, 이에 따른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해줌. 



스프레드 (spread)

• 스프레드(spread)는 매수 / 도 호가 간의 차이로 외환시
장에서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는 외환딜러 입장에서
고시. 예를 들어, EURUSD 호가가 1.3100 / 02에 고시될
경우, 스프레드는 1.3100과 1.3102의 차이인 2 pips . 
이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가 고객의 주문체결 시
브로커의 net exposure가 헤지되며 감당하는 리스크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고객 시장에서
의 호가는 bid => 매도호가, ask => 매수호가로 반대로
고시. 

• KR선물에서는 EURUSD에 대하여 2 PIP의 스프레드를
부과. 



통화 스프레드 통화 스프레드

EURUSD 2 pips USDJPY 4 pips

GBPUSD 5 pips USDCHF 5 pips

USDCAD 5 pips AUDUSD 4 pips

EURJPY 4 pips EURGBP 5 pips

EURCHF 7 pips GBPJPY 9 pips



슬리피지 (slippage)

시장가와 실제 체결가와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는 유동성, 
마찰 비용(frictional cost), 시장 영향요인(market-
impacted)으로 인해 발생. 



마진콜 (Margin Call)

•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 개시
증거금 등을 예탁하는 경우에 예치하고 있는 거래개시증
거금 수준이 계약 체결 후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거래 유지증거금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 고객은
즉시 당초증거금 수준으로 증거금 규모를 증액시켜야 하
는데，이를 마진 콜(margin call)이라고 함. (참고 : 한국
증권업협회) 마진콜은 손절매 / 이익실현 설정과 더불어
급변하는 외환시장에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
율적 수단으로서, 총평가금액(매매전 잔고 + 오픈포지션
손익)이 마진의 50% 이하로 하락 시 오픈포지션에 대한
강제청산이 이루어짐



증거금 (Margin)

• 포지션을 오픈 혹은 유지 시 필요한 증거금으로, 1% 증거금 요구 시 $1,000의 증거
금으로 $100,000에 해당하는 포지션 설정이 가능. 외환거래는 KOSPI 200 선물거래
와 같이 즉각적인 현물 거래가 아닌 지수화된 수치를 통해 차익을 얻어내는 거래 방
식으로, 0.5~2% 내외의 증거금을 통해 거래. 이러한 거래증거금은 마진(margin)이
라 부르는데, 이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i) USD가 기준통화일 경우
• Margin = contract size / leverage 
ex. USDJPY 100,000 매도 포지션 설정 시(단, 100:1 레버리지) 증거금 : $100,000 
/ 100 = $1,000

• (ii) USD가 비교통화일 경우
• Margin = (contract size / leverage) * 현재환율
예) GBPUSD 100,000 $1.9900에 매도 포지션 설정 시(단, 100:1 레버리지 및
GBPUSD 호가 $1.99 00/05) : GBP 100,000 / 100 = GBP 1,000 ($1,000 아님)
달러화로 전환 GBP 1,000 * $1.99025(1.9900 + 1.9905 / 2) = $1,990.25

• KR 선물에서는 2%의 증거금률을 책정하고 있으며, 예탁금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
락 시(현 마진콜 레벨 50%) 오픈 포지션에 대한 강제청산 룰을 적용하고 있다.



ISO 통화코드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국제 표준화기구(ISO)가 개발한
ISO 코드를 이용하여 간략한 통화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트레이더를 위시한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일반 대화 시
ISO 코드 대신 별명을 주로 사용하는 데, 미 달러화의 경
우 buck, greenback이라 하며, 파운드화는 Cable 또는
Quid라고 한다. 또한 캐나다 달러화는 Loonie, 스위스
프랑은 Swissy로 불리우고 있다.



분류 내용

USD US Dollar

EUR Euro

JPY Japanese Yen

GBP British Pound

CHF Swiss Franc

CAD Canadian Dollar

AUD Australian dollar

NZD New Zealand dollar



분류 내용

EURUSD Euro

USDJPY Dollar Yen

GBPUSD Cable or Quid

USDCHF Swissy

USDCAD Loonie

AUDUSD Aussie

NZDUSD Kiwi



핍 가치 (pip value)

• USD가 기준통화인 경우(예 : USDJPY, USDCHF..) : 호
가 단위(0.01 또는 0.0001) / 현재가 * 100,000 

• USD가 비교통화인 경우(예 : EURUSD, GBPUSD) : 호
가 단위(0.0001) / 현재가 * 100,000 * 현재가 = 
$9.99….. = $10로 동일



손절매 (Stop-loss order)

• 손절매 주문은 환율이 보유한 포지션(보유한 통화)의 반
대방향으로 진행되고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SilkRoad FX 상에서 손절매 주문은 신규
주문을 하거나 이미 체결된 보유 포지션에 대해서도 가
능하며, 두 경우 모두 “터미널 – 계좌상태– 정정/취소 주
문” 또는 요청한 포지션(지정가 주문)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 시 동일한 기능이 실행된다



이익실현 (Take profit order)

• 이익실현 주문은 환율이 보유한 포지션(보유한 통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반전이 예상될 때, 일정 금액
만큼의 이익을 취하고 이익 상한선을 지정하여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 실현 주문은 신규 주문을 하거나 이
미 체결된 보유 포지션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시장가/지
정가 주문에서 모두 설정할 수 있다. 







FX 마진거래의 특징

• 24시간 논스톱
• 풍부한 유동성
• 높은 레버리지 효과
• 양방향 거래구조
• 양방향 수익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