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비용 이해

거래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리스크 경고 : CFD 거래에는 레버리지로 인해 빠르게 손실 볼 위험이 높습니다. 소매 투자자 계정의 71 % 및 65 %
는 각각 Tickmill UK Ltd 및 Tickmill Europe Ltd와 CFD를 거래 할 때 손실을 봅니다. CFD 또는 기타 당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본 자료는 오로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투자자문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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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경험이 부족한 거래자가 종종 간과하는 거래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거래 관리 및 실행의 기본 비용입니다. 초보 거래자는 거래

비용을 무시하고 오직 거래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선택합니다. 전문 거래자는 거래 업무의 일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거래 비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영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정 및 변동 비용이 있습니다.

거래에서 비필수 요금은 맞춤형 기술 분석 서비스, 뉴스 제공 서비스 또는 스쿼크(squawk) 서비스를 위한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의 거래자는 연결의 향상을 위한 지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고정 비용이 부과됩니다. 개인 FX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수행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스프레드를 지불해야합니다. 스프레드는 매수 와 매도의 핍 차이입니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고정 거래

비용은 브로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거래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핵심 거래 비용이 수익성 있는 거래
사업을 운영하는데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래 전략에 따라, 거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익 목표를 가진 매우 짧은 기간에 ‘

스캘핑’ 전략을 선택하는 거래자들에게 넓은 스프레드를 가진 브로커는 수익성이 있는 접근방식을 취하는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많은 거래자들이 데모계정에서 백테스트를 하거나 단기 스캘핑 전략으로 거래를 진행하다가 실제 시장 조건에서 거래하면서 거래비용을
과소 평가하여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모든 관련 고정 비용을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거래 비즈니스 관리를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행, 통제 및 종료에
대한 모든 고정 비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본 관리의 필수 측면은 모든 관련 비용을 이해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많은 거래자들에게
시장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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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레드’란 무엇입니까?
거래자가 스프레드를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브로커가 청구하는 요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래 터미널을
열면 모든 통화 쌍에 대해 화면에서 가격이 깜박이며 매수와 매도가 표시됩니다. 스프레드는 두 가격 또는 중간 점의 차이입니다. 브로커는
중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으로 스프레드를 택합니다. 예: 주문을 실행하고 이용 가능한 유동성 풀에 채웁니다.
아래에서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Ask

1.2898

Bid

2 pips

1.2900

1. 영국 파운드미국 달러(GBPUSD)를 1.2900에서 매도하려면, 1.2898과 1.2900의 두가지 가격이 표시되는 터미널에서 매도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매도 주문을 실행하면 브로커가 주문을 1.2898로 채우고 수행하는데 2 핍을 부과합니다. 이 가격은 주문한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입니다. *
2. GBPUSD를 1.2900에 매수하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터미널에서 매수 버튼을 클릭하면 두가지 가격이 표시됩니다 (예: 1.2900와
1.2902).
매수 주문을 실행하면 브로커가 1.2902로 주문을 채우고 수행을 위해서 2 핍을 부과합니다. 다시 한 번, 이는 주문한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입니다. *
* 언급된 가격들은 설명을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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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 – 매도
Ask-Sell

Bid-Buy

1.2898

1.2900

매수와 매도 가격의 차이는 외환 시장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브로커는 ‘장외거래’ 또는
OTC시장으로써 유동성 제공 업체의 경매 시스템과 같은 가격을 홍보합니다. 이는 상품이

거래된 최종 가격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주식과 같은 장내 거래 상품과 대조됩니다. 장외
거래 외환 시장에서는 상품의 기본 가격과 연결된 브로커가 제시한 가격을 수락합니다.
또한 브로커는 가용 유동성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브로커는 스프레드를 넓힐 수 있습니다.

Tickmill의 스프레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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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레드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로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격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해했으므로 브로커 스프레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시장이 변동이 심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면,
충격적인 경제 데이터 또는 예상치 못한 시장 뉴스가 발표되어
브로커에서의 스프레드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조용하고 거래가 느리면 브로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1 ~ 2

개의 핍 스프레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동성이 타이트한 경우 브로커가 직면한 위험이 증가하여 계좌의

스프레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가용 유동성 풀에서

주문을 채우기가 어려울 수 있는 가격 견적을 갖는 경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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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프레드가 중요한 이유
이제 스프레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때때로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이유를 이해했으므로 스프레드 변동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의 핍은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전략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브로커와 거래하고 타이트한 스프레드에

접근하는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수행에도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성공을 위한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브로커가 제공하는 타이트한 스프레드로부터 이익을 얻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브로커의 최선의
실행이 중요합니다.

브로커는 터미널에 타이트한 스프레드를 홍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거래를 시작하면 주문 레벨에서 2 ~ 3 핍 떨어진 주문이 채워져서 원하는
포지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판이 덜 좋은 브로커는 요령이 적은 거래자들에게 수많은 불리한 전술로 관여합니다. 실행 지연,
운영 중단 및 거래 거부까지도 일어나며,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매우 타이트한 스프레드’를 극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경우에 따라 브로커는
제공하는 스프레드와 관련하여 거래 규모를 제한합니다. 이는 종종 이용약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습니다.

스프레드 정책은 브로커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는 고정 스프레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고정 스프레드는
유동 스프레드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스프레드를 뒷받침하는 실행을 보여주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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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리피지로 인한 문제
스프레드와 관련하여 퍼즐의 마지막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브로커가

스프레드를 조정하여 시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특정한 시장 조건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시기는 주요 뉴스가 발표되여 시장 유동성을

촉진하고 시장 변동성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특히 시장이 압력을 받지 않거나 주요
‘거래 시간 외’ 뉴스 보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말 동안 포지션 유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가격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러분의 계좌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위스 국립 은행이 통화를 ‘고정’ 했을 때 시장은 몇 초 만에 가격이 하락하여 일부

거래자들을 심각한 적자 상태로 만드는 가격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일부 중개 회사들은 유동성 공급자들과 고객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청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작 할 때의 위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큰 경제 데이터가 공개되는 동안,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주말을 앞두고 모든 주문을 청산
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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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수료 구조

일부 브로커는 주문을 실행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를 청구하는 브로커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브로커 보다 스프레드가 더 다이트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브로커가 수수료를 통해 일부의 돈을 벌어서 더 타이트한 스프레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청구하는 브로커는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청구합니다.
1.

고정 : 고정 수수료 모델은 거래 규모/수량에 상관없이 브로커가 고정 금액을 청구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미니 또는 표준 랏 거래에

2.

유동 : 유동 수수료 모델은 브로커가 거래의 상대적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을 제공하는 브로커는 거래 빈도와 규모에

대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따라 수수료를 줄입니다.

유동 비용 모델의 한 예는 브로커가 거래된 £100,000 통화 당 £1.00를 청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GBPUSD의 £1,000,000를 매수하면 거래 실행에
£1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거래자가 GBPUSD의 £10,000,000를 매도하면, 브로커는 거래 실행에 £100를 청구합니다. 브로커는 거래되는 순 통화
금액에 따라 차등제의 수수료 구조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 비용 구조를 결정 할 때 자신의 거래 스타일 또는 전략을 고려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소규모 거래량으로 주문 할 경우,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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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또한 주요 스프레드 또는 수수료 요금

만큼 널리 알려지거나 이해되지 않는 관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월간 또는 분기별 최소 거래량을

거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중개 업체는 거래 계좌에
대한 비활동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증거금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일부 브로커는

심지어 직접 전화로 브로커와 이야기하는 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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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브로커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거래자는 자신의 계좌의 금융 수익을

초기 자본금보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인 외환 거래가 그토록
두드러지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레버리지에 대한 접근 기회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높은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브로커가 랏 당 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주문 랏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ckmill의 증거금 및 레버리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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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롤 (스왑)
종종 간과될 수 있는 또 다른 거래 비용은 브로커가 하룻밤 동안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브로커가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비용을 롤오버 또는 스왑이라고 하며 외환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하는 각 통화에는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련된 금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쌍으로 밤새 포지션을 유지할 때, 예를 들어. GBPUSD 의 경우, 여러분의 계좌는 매일
이자율이 적용되며 거래하는 외환 쌍의 두 이자율 차이로 청구됩니다. 이 비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은행 간(대량의)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 브로커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GBPUSD매수 주문을 밤새 보유하는 경우, 롤오버 비용은 영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포지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금리가 2%이고 미국의 금리가 1% 인 경우 브로커는 계정에 1%를
지급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높은 금리 통화의 매수자이며 여러분의 거래는 플러스
이자율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GBPUSD를 매도하고 하룻밤 동안

포지션을 유지한 경우, 거래에 마이너스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브로커가 여러분의 계좌에서
1%를 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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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약

실 계정

이 전자책에서 우리는 거래자들이 거래를 할 때 방향의 치우침을 넘어 고려해야 할 많은 추가 비용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거래자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맡길 사람을 결정할 때 매우
철저해야 합니다.

거래자는 거래 시작, 관리 및 종료할 때 기본 비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브로커의

스프레드와 수수료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브로커를
찾고 브로커의 스프레드와 일치시키는 실행 기술이 충분한 브로커를 찾아야합니다. 즉, 여러분이 엄격한
스프레드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전략을 개발하고 백테스트 할 때 스프레드와

슬리피지 같은 중개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진 전략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한 실제 견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백 테스트를 통해 수익성 있는 전략의

이론적 개념을 입증한 후에는 소액의 자본을 브로커에게 입금하여 ‘실제 시장’ 조건에서 전략을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전략이 됩니다. 이는 전략이 실현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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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계정
주요 특징

주요 특징

탁월한 거래 조건

탁월한 거래 조건

MT5 플랫폼

완벽한 거래 플랫폼

실 시간으로 거래를 연습하고 툴과 전략 테스트로 거래 리스크 없는
환경에서 체험해보세요.

타이트한 스프레드와 업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커미션.

고급적인 기술 분석, 50개 이상의 지표 및 알맟춤 차트… 39개의 언어 지원.

MT5 플랫폼이 거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사용자
정의 도구 및 기능 모음을 살펴보세요.

다야한 포트올리오

4개 자산 클래스에 대한 80개 이상의 거래 품종

외환, 주식 지수, 상품, 채권,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6가지 자산 클라스를
포함한 수천개의 금융 상품에 액세스하세요.

가장 낮은 스프레드로 외환, 주식 지수, 상품 및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서 거래 체험을 해보세요.

계좌 개설

데모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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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주가 지수. 상품. 채권. 암호화폐. 선물 및 옵션.
Tickmill 그룹 승인 및 규제: 세이셸 FSA| 영국 FCA | 사이프러스 CySEC | 라부안 FSA | 남아공 FSCA

연락 방식

United Kingdom
27-32 Old Jewry, London, England,
EC2R 8DQ

Cyprus
Kedron 9, Mesa Geitonia,
Limassol 4004, Cyprus

Seychelles
3, F28-F29 Eden Plaza, Eden Island,
Mahe, Seychelles

+44 (0)20 3608 2100

+357 25247650

+248 434 7072

support@tickmill.co.uk

support@tickmill.eu

support@tickmill.com

Malaysia
Office No. 5, Unit 25,1st floor
Paragon Labuan, Jalan Tun
Mustapha, 87007 Labuan F.T.,
Malaysia
+6087-504 565
support@tickmill.com

연락을 해주세요

리스크 경고 : CFD 거래에는 레버리지로 인해 빠르게 손실 볼 위험이 높습니다. 소매 투자자 계정의 71 % 및 65 %는 각각 Tickmill UK Ltd 및

Tickmill Europe Ltd와 CFD를 거래 할 때 손실을 봅니다. CFD 또는 기타 당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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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xt?

Now that you’ve made your way through our Knowing your Trading Costs eBook, it may be the time to take the next step
and register with Tickmill. The process is really quite simple. Just follow the steps below to begin.

STEP 1 REGISTER

1

Complete registration log in to
your Client Area and upload the
required documents.

2

STEP 2 CREATE AN
ACCOUNT
Once your documents are
approved, created a Live
Trading account.

3

STEP 3 MAKE A DEPOSIT
Complete registration log in
to your Client Area and upload
the required documents.

Click here to get started

| 16 |

www.tickmill.com/ko

Knowing Your Trading Costs

Demo Account

Education

Webinars

Seminars

Video Tutorials

Ebooks

Forex Glossary

Educational Articles

Blog

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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