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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초보자 가이드



Anzo Capital2
외환 및 CFD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높은 수주의 위험을 수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투자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내용

외환은무엇인가?

외환거래의 장점

통화쌍 카데고리

외환거래 세션

견적 읽는 방법

스프레드, 핍 그리고 랏

마진, 레버리지 그리고 롤오버

손익 계산

03

05

06

08

10

11

12

13



Anzo Capital3
외환 및 CFD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높은 수주의 위험을 수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투자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Forex나 FX는 외환을 의미합니다. 정부, 은행,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 모두 통화를 교환하는 세계 
최대의 금융 시장입니다.

외환 거래에는 항상 두 가지 통화가 쌍을 이뤄 거래가 됩니다.  유로 / 미국 달러 (EUR / USD) 또는 
영국 파운드 / 일본 엔 (GBP / JPY)과 같이 쌍으로 지칭됩니다. 통화 쌍의 가격 책정은 다른 통화를 
반면으로 첫 번째 통화의 값을 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통화 쌍 방향을 예측하여 가격 변동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Euro/US Dollar

EUR/USD
Base Currency Quote Currency

외국환

예시: 
귀하가 분석 한 결과, 귀하는 영국 파운드 (GBP)가 일본 엔 (JPY)에 비해 더 강력할것 이라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파운드를 사고 동시에 일본 엔을 판매 할 것입니다.

일본 엔 (엔)이 영국 파운드보다 강력할 것이라 예상하면 일본 엔을 사고 영국 파운드를 동시에 팔 
것입니다.

통화 쌍은 특정 계층 순서로 거래됩니다. 따라서 언급된 두 가지 거래 시나리오에 GBP / JPY를 
사용할 것입니다. 거래자가 GBP / JPY에서 일본 엔을 사고 싶다면 영국 파운드를 GBP / JPY로 판매 
할 것입니다. 구매는 일반적으로 “매입”라고하며 판매는 일반적으로 “매도”라고합니다.

외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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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권 거래소와 같은 다른 금융 시장과 달리 외환 시장은 보관장소 나 중앙 거래소가 없습니다. 외환 시장은 장외거래 (OTC) 또는 “인터뱅크 
(Interbank)”시장으로  불리오며 이는 전체 시장이 주 5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은행 네트워크 내에서 온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외환 
환율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좌우됩니다.

8 개의 주요 중앙 은행

11 2233
44

77
88

55

66

외환은 무엇인가?

1. 미국 연방 준비 제도 (The Fed)
2. 유럽 중앙 은행 (ECB)
3. 잉글랜드 은행 (BoE)
4. 일본 은행 (BoJ)

5. 스위스 중앙 은행 (SNB)
6. 캐나다 은행 (BoC)
7. 호주중앙은행 (RBA)
8. 뉴질랜드 준비은행 (RB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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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5 거래 가능
Forex 시장 거래는 현지 시드니 시간 5시에 시작하고 금요일 17시 현지 
뉴욕 시간 (동부 표준시)에 종료됩니다.

2. 시장 크기와 유동성
통화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시장입니다. 거의 5 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자가 쉽게 입장하고 퇴장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여건에서 사람과 거래하듯 마우스 클릭만으로 즉각적으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상승 및 하락 시장 활용하는 능력
외환은 항상 쌍으로 거래되므로 투자자는 상승 및 하락시장 모두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무료 
정산 수수료, 교체 수수료, 정부 수수료 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고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를 지불하면됩니다. 이를 “매수-
매도 스프레드”라고합니다.

5. 쉬운 진입 
Anzo Capital로 100 달러의 계좌로 통화 시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통화 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낮은 증거금률 - 높은 레버리지  
Anzo Capital와 거래시 500 배의 레버리지의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7. 중개업자가 필요없습니다
스팟 통화 거래는 중개업자를 없애고 특정 통화 쌍에 대한 가격 책정을 
담당하는 시장과 직접 거래 할수있도록 합니다.

외환 시장

5 조 달러

224억 달러
189억 달러

72억 달러

뉴욕 증권 
거래소

도쿄 증권 
거래소

런던 증권 
거래소

외환거래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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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화 쌍
왼쪽의 통화 쌍은 메이저 통화쌍이라고하며 한쪽에는 각각 미화 
(USD)가 포함됩니다. 주요 통화쌍은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폭넓게 거래되는 통화 쌍입니다.

이색 통화쌍
이색 통화 쌍 또는 이국적 통화에는 브라질, 멕시코, 헝가리와 같은 
신흥 시장의 통화 쌍이 포함됩니다. 왼쪽에는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통화쌍 카데고리

통화쌍 국가

EUR/USD 유로 존 / 미국

USD/JPY 미국 / 일본

GBP/USD 영국 / 미국

USD/CHF 미국 / 스위스

USD/CAD 미국 / 캐나다

AUD/USD 호주 / 미국

NZD/USD 뉴질랜드 / 미국

통화쌍 국가

USD/HKD 미국 / 홍콩

USD/SGD 미국 / 싱가폴

USD/ZAR 미국 / 남아공 아프리카

USD/THB 미국 / 태국

USD/MXN 미국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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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크로스 통화쌍 또는 마이너 통화쌍
미국 달러를 포함하지 않은 통화쌍을 이른바 ‘크로스 통화쌍’라고 
부릅니다. 주요 크로스는 “마이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크로스는 미국 달러, 일본 엔 및 영국 파운드와 
같은 미국 통화가 없는 세가지 주요 쌍에서 파생됩니다.

유로 크로스

엔 크로스

파운드 크로스

통화쌍 카데고리

통화쌍 국가
EUR/JPY 유로 존 / 일본
GBP/JPY 영국 / 일본
CHF/JPY 스위스 / 일본
CAD/JPY 캐나다 / 일본
AUD/JPY 호주 / 일본
NZD/JPY 뉴질랜드 / 일본

통화쌍 국가
EUR/CHF 유로 존 / 스위스
EUR/GBP 유로 존 / 영국
EUR/CAD 유로 존 / 캐나다
EUR/AUD 유로 존 / 호주
EUR/NZD 유로 존 / 뉴질랜드

통화쌍 국가
GBP/CHF 영국  / 스위스
GBP/AUD 영국 / 호주
GBP/CAD 영국 / 캐나다
GBP/NZD 영국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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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은 하루 24 시간 열려 있지만 하루 종일 항상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변동시에 거래 기회가 있으나 변동이 아이예 없을 경우, 
어려울것 입니다.

외환 시장은 시드니, 도쿄, 런던 및 뉴욕의 네 가지 주요 거래 세션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거래 시작과 마감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은 현지 
영업 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일광 절약 시간제 (DST)
로 /에서 전환함에 따라 10 월과 4 월에 다양합니다. 매월 한 국가가 DST로 / 
DST에서 이동할 수있는 날도 다릅니다.

외환거래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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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각 외환 거래 세션 사이에는 두 개의 세션이 
동시에 열려있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도쿄와 런던 세션은 여름 동안 
동부 서머 타임으로 오전 3 시부 터 4 시까 지 중복되며 런던과 뉴욕 
세션은 여름과 겨울에 오전 8 시부 터 오후 12 시까 지 중첩됩니다.

물론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열려있을 때는 거래량이 많아 거래 시간 중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겨울 (대략 10월 – 4월)

여름 (대략 4월 – 10월)

외환거래 세션

타임존 동부 기준 시간 그리니치 평균시

시드니 거래 시작 시간
시드니 거래 마감 시간

6:00 PM
3:00 AM

10:00 PM
7:00 AM

도쿄 거래 시작 시간
도쿄 거래 마감 시간

7:00 PM
4:00 AM

11:00 PM
8:00 AM

런던 거래 시작 시간
런던 거래 마감 시간

3:00 AM
12:00 PM

7:00 AM
4:00 PM

뉴욕 거래 시작 시간
뉴욕 거래 마감 시간

8:00 AM
5:00 PM

12:00 PM
9:00 PM

타임존 동부 기준 시간 그리니치 평균시

시드니 거래 시작 시간
시드니 거래 마감 시간

4:00 PM
1:00 AM

9:00 PM
6:00 AM

도쿄 거래 시작 시간
도쿄 거래 마감 시간

6:00 PM
3:00 AM

11:00 PM
8:00 AM

런던 거래 시작 시간
런던 거래 마감 시간

3:00 AM
12:00 PM

8:00 AM
5:00 PM

뉴욕 거래 시작 시간
뉴욕 거래 마감 시간

8:00 AM
5:00 PM

1:00 PM
10: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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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는 쌍으로 표시됩니다 (예 : EUR / USD 또는 USD / JPY). 왼쪽의 첫 번째 통화를 
기본 통화 (이 예에서는 EUR)라고하고 오른쪽의 두 번째 통화를 호가 또는 가변 통화 
(이 예에서는 USD)라고합니다.

통화 쌍의 가격은, 기본 통화의 한 단위를 사거나 팔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호가 통화가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예시: 
1.12738로 EUR/USD 거래 시,
1 유로 = 1.12738 달러

분석 결과가 기준 통화 (EUR)가 호가 통화 (USD)에 비례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매입) EUR / USD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기준 통화 (EUR)
가 견적 통화에 비례하여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쌍을 판매합니다.

Euro/US Dollar

EUR/USD = 1.12738
기본 통화 가격제시 통화

견적 읽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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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
외환 호가는 2가지 가격 매수가와 매도가로 제시됩니다.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는 통화 간의 주요 거래 비용입니다.

스프레드의 양은 시장 변동성, 통화 유동성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기반합니다.

핍
외환 움직임의 단위를 핍이라고 부릅니다. EUR / USD가 1.1278
에서 1.1279로 이동하면 0.0001 USD의 상승률은 1 Pip입니다. 핍은 
일반적으로 호가의 네 번째 소수 자릿수이지만 핍이 다른 소수 자릿수를 
참조하는 통화 쌍이 거의 없습니다. 예 : USD / JPY USD / JPY가 113.68
에서 113.69, 즉 0.01로 이동하면 쌍이 1 Pip을 이동했습니다.

핍의 가격은 통화쌍
• 100,000의 포지션에 대한 EUR / USD의 경우 통화 증가 또는 감소는 

EUR 100,000 * 0.0001 = USD 10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합니다.

• 100,000의 포지션에 대한 USD / JPY 기준으로 통화의 증감은 미화 
100.000 * 0.01 = JPY 1,000의 증감을 의미합니다.

랏
외환 거래에서 랏은 상품의 기준 수량입니다. 1 랏은 특정 통화의 
100,000 단위입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랏의 크기는 다릅니다.

스프레드, 핍 그리고 랏

랏 단위 수

스탠다드 100,000
미니 10,000

마이크로 1,000
나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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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과 레버리지
외환은 금융 상품으로서 자본을 활용할 수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레버리지는 거래에 사용된 금액 비율의 형태로 나타나며 Anzo Capital
에서는 최대 1 : 1000의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1 : 100의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자는 미국 1,000 달러의 가치로 100,000 
달러의 가치로 포지션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이 1,000 달러는 1 % 
마진입니다. 마진은 투자자가 계좌 가액보다 큰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 보증금입니다.

아래 표는 레버리지에 근거한 증거금 (Margin Required) 표입니다

롤오버
거래일이 끝난 후에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 시장에서 확정 된 마진 
및 가치에 따라 거래자가 지불하거나 얻는 일일 롤오버 이자가 있습니다. 
Anzo Capital에서는 매 거래일마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롤오버 
프로세스는 서버 시간 23:59에 시작됩니다. 

마진, 레버리지 그리고 롤오버

증거금률 최대 레버리지

1.00% 100:1
0.50% 200:1
0.25% 400:1
0.20% 500:1
0.10% 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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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자동으로 취해진 포지션의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각 
거래의 이익과 손실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이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외환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의 예시를 읽어보십시오.

유로 / 달러에 대한 현재 판매가/구입가 가 1.1273 / 76이라면 1.1276에 1 유로를 살 수 
있고 1.1273에 1 유로를 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가 미화에 대해 절상할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EUR / USD를 사서 
환율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손익 계산

구입 가격 EUR/USD 1.1276

포지션 크기 EUR 100,000

지불될 달러 금액 EUR 100, 000 * 1.1276 = $112,760

1%의 증거금률 $112,760 * 1% = $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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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초기 마진 보증금은 약 1,127.6 달러가됩니다.

예상대로 유로는 1.1273 / 76에서 1.1285 / 88로 상승됩니다. 이제 귀하의 
이익 실현을 위해 현재 1.1285의 이자율로 10 만 유로를 팔고 112,850 
달러를 받습니다.

귀하는 1.1276에 100,000 유로를 샀고, 112,760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1.1285에 100,000 유로를 팔아 112,850 달러를 받았습니다.

9 핍의  차이가 있으며 달러로 계산 시,
$112,850 - $112,760 = $90

총 수익 = 90 달러

이제 이번 예시에는 1.1273 / 76 거래 때 우리가 다시 EUR / USD를 살 
것이라고 가정 해 봅시다. 100,000 유로를 사고 112,760 달러 (100,000 x 
1.1276)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유로화는 1.1265 / 68로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1265에 10 만 유로를 팔고 112,650 달러를 받습니다.

귀하는 1.1276에 100,000 유로를 샀고, 112,760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1.1265 달러에 100,000 유로를 팔아 112,650 달러를 받습니다.

11 핍 차이가 있으며 달러로 계산 시, 
$112,760 - $112,650 = $110

총 손실액: 110 달러

손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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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들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
Anzo Capital은 벨리즈 금융위원회가 규제하는 자본력이 뛰어난 회사이며 
등록번호는 000331/281입니다.

위험 경고 : 외환 계약 또는 기타 외상 거래 상품의 레버리지 거래는 위험 수준이 높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여건에 비추어 거래가 귀하에게 적합한지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하는 것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의 정보는 전반적으로 기본내용 입니다. 독립적이고 재정적 자문을 구하고 거래 전 위험을 
완전히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추가적인 위험을 수반합니다. Anzo Capital의 전체 위험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files.anzocapital.com/legal/group/risk_disclosure_policy_gp.pdf?v=445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